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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performed an overall evaluation,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physics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IB DP),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public education by some education offices. The evaluation areas of IB DP
were the DP Core, internal assessment (IA) and external assessment (EA) and the evaluation were
done by teachers and external examiners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
The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subjects were found to differ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levels. In the case of physics, the EA consists of Paper 1, 2 and 3, where
Paper 1 consists of multiple-choice problems and Papers 2 and 3 consist of short-answer problems
and extended response questions. Especially, Paper 3 evaluates a student’s experimental ability.
Using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evaluation methods and
the assessment questions of IB DP for the physics educ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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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공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B DP의 평가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물리학 교과의 평가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IB DP의 평가는 DP Core의 평가와 교사에 의해 평가받는
내부 평가 (IA), 그리고 IBO의 외부 채점관에 의해 평가받는 외부 평가 (EA) 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학 EA는 Paper 1, 2, 3
로 구성되어 있다. Paper 1은 객관식이고, Paper 2, 3은 단답형과 확장된 논술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Paper 3에서는 학생의 실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IB DP의 평가 방법 및 평가 문항이
우리나라의 물리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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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모집 시기별로 수시모집과 정
시모집으로 구분되며, 두 제도는 각각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인 내신 등급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의 점수
가 중심이 된다 [1]. 내신과 수능은 모두 상대 평가이므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교과 성적을 받거나 수능에서
좋은 점수 또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며, 평가자의 입장에
서는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제도에서 출제자가 난이도가 높은 심화된 문제
를 출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 [2]. 또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빠른 채점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평가 문항 형태는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억제라는 목
적으로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EBS
연계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3
수업은 EBS 교재 풀이 시간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3]. 그러
나 이러한 형태의 시험에서는 학생이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해결하는 능력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실수없이 빠
르게 풀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4], 학교와
학생들은 사고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문제 풀이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5].
이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대입 시험에 종속되어 제대
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
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일부 교육청이 그 대
안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IB DP)의 도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9]. IB DP의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이 4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대비한 좋은 비전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정작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며, 지금의 수능과 내
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0]. 이에 일부 교육청들은
선다형, 단답형, 논술형 등이 공존하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중시하는 IB D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1–13]. IB DP는 우리나라의 내신, 수능과는 달리 절대평
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간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교육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국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엄격하게 관리되는 평가 제도를 인정
받아 75개국의 2,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IB 성적을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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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8,9].
또한 우리나라와 교육열과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대
학 입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2015년 1월 IB 도입
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7]. 이전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에의 IB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IB의 주요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되는
등 언어 장벽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본
어로 된 IB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의 주도로 IB의 한글화를 추진하며
[10],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IB의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IB
DP가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학업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학
생들에게 고차원적 사고력과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기 때
문에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6]. 그리고 이로 인해 고난이도
학습량에 대처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IB DP를 추천하기
어려우며, IB DP는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만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14]. 또한 IB
DP는 태생적으로 국제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대학
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국내 대학에는 현재
IB DP를 수료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없으며, 만약
이들을 위한 전형이 생기는 경우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된다 [7].
그럼에도 IB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객관성을 인정받아온
외부 채점관 (IB examiners) 제도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공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도 최근 IB의 도입에 대해 다양한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15–22]. 그러나 주로 IB DP에 대한
소개 또는 도입에 대한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9], 국어교육과 수학교육 분야에서 일부
IB DP의 교과 도입, 교과서 비교 등의 연구가 이뤄졌으며
[23, 24], 최미숙 [9]의 연구에서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IB
DP의 평가에 대해 연구된 바 있으나, 물리교육 분야에서
IB DP 물리학의 평가 방법이나 평가 문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 DP의 평가 체제 전반에 대해 먼
저 소개하고 물리학 교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IB DP의 실질적인 평가가 교과에서 어떤 방
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리학의 평가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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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IB DP의 평가 체제 전반과 물리학
교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평가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IB DP의 평가가 갖는 특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물리학 교과에 집중하여 살펴 보았으며, 특히 IB DP
물리학 교과의 기출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
리교육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B DP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가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는가?
둘째, IB DP 물리학 교과의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
는가?
셋째, IB DP 물리학 교과의 기출 문항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IB DP의 평가 체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 위원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 에서 제시하는 여러 자료들과 IB DP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침은 교육부에서, 학교 운영 및 교사
연수 등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 등에서, 그리고 수능과
같은 국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
다. 그러나 IB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IBO
에서 전적으로 주관한다. IB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정, 그
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및 지침까지 IBO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통계 자료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IBO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기출 문제
와 답안의 경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O측에서 제시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IB
프로그램 및 IB DP 관련 문건들, 특히 교육과정 및 평가 영
역에서의 IBO 문건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
였다. IB DP 물리학 교과의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그리고 채점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IBO의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 [25]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IB DP 프로그램에 대해 전
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Handbook of Procedures for the
Diploma Programme’ [26]과 화학, 생명과학의 ‘Diploma
Programme Chemistry Guide’, ‘Diploma Programme Biology Guide’ [27,28]를 참고하여 과학 교과 평가 체제의 공
통적인 성격에 대해 함께 다루었으며, 최근 IB DP에 대해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IB DP의 개괄적
인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IBO의 홈페이

지에서 제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들을 분석
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보였다. 그리고 IB DP
의 도입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부 교육청의 국내 IB 관련
연구 보고서 [11–13]와 지역 교육청 보도 자료 및 IB 도입
관련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IB에 대한 입장과
분석 내용 등을 함께 다루었다. 또한 물리학 교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가 없어 국어, 수학,
경제 교과 등에서 평가 문항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교과와 물리학 교과의 평가 방법을 비교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평가 문
항에 대한 논의는 2018년 5월에 실시된 외부 평가(external
assessment, EA)의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성격을 가진 EA의
기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물리학 EA의 특성과, 각 EA의
성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리학 EA의 SL,
HL 시험지와 TZ1, TZ2 시험지를 비교하여 각 시험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폈으며, 각 시험지의 Paper 1,
2, 3의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험지의 특성에 대해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중 2회 치뤄지는 EA 중 11월의
시험 문항이 아닌 5월에 치러진 시험지만을 인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IB DP 연간 응시자의 약 90% 정도가 5월의 시
험에 집중되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은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물리교육 연구 분야에서 IB DP의 평가 방법에
대한 소개와 실질적인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이뤄지는 IB DP 물리학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물리교육의 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I. IB DP의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특징
1.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교육과정
IB는 국제연합 (UN) 이 창설되면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제학교들의 커리
큘럼 운영과 대학 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6].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
음으로써 향후 상급학교인 대학에 진학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통용이 가능한 동시에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1968년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설립되었다
[7]. 이후 1968년 16–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교육과정인 IB DP가 시작되었고,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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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B DP curriculum [30].
Curriculum
DP Core
Group1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Subjet of Group

Group2
(Language acquisition)
Group3
(Individuals and societies)

Group4
(Sciences)
Group5
(Mathematics)
Group6
(The arts)

Elements
TOK, EE, CAS
Language A–literature,
Language A-language and literature,
Literature and performance(SL only)*
Language B, Classical Languages,
Language ab initio(SL only)*
Business management, Economics,
Geography, Global politics,
History, Information technology in a global society,
Philosophy, Psychology,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World religions(SL only)*
Physics, Biology, Computer science, Chemistry,
Design technology, Sports,
Exercise and health science,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SL only)*
Mathematical studies SL, Mathematics SL,
Mathematics HL, Further mathematics HL
Dance, Music, Film, Theatre, Visual arts
Total points

Points
3
7
7

7

7
7
7
45

* For other subjects, both HL and SL are available (except Group5-Mathematics).

가능한 교육과정임을 인정받으면서 국제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에까지 도입이 되어 2019년 현재 156개국 5,139
개의 학교가 IBO로부터 인증받아 IB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를 IB 인증학교(IB world school)라고
한다 [29].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IB 인증학교는 브랭
섬홀 아시아 (Branksome Hall Asia) 외 10개의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공교육 기관으로는 2011년부터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국제반에서 IB DP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비교과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 것처럼, IB DP의 교육과정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
는 3개의 DP 핵심 (DP Core) 과 6개의 교과군으로 이뤄져
있다. DP Core는 지식론 (Theory of Knowledge, TOK),
확장형 에세이 (Extended Essay, EE), 창의성· 활동· 봉사
(Creativity·Activity·Service, CAS)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학생들은 6개의 교과군에서 한 과목씩 선택하여 수강
하여야 하며, 과학 교과군인 Group 4는 물리학 이외에 7개
과목이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을 제외한 상당수의
과목은 상위 수준(higher level, HL)과 표준 수준(standard
level, SL) 으로 나눠져 있으며, HL과 SL은 학생 본인의 진
로와 희망 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교과군에서 선택한 6개의 과목 중 반드시 3과목 이상을
HL로 수강하여야 하며, Group 6의 교과는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 Group 1–Group 4의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대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Group
6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Group 4의 과학군에서 물리학
HL, 화학 SL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IB DP는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 [25]와
같은 교과목 지침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목표가 국가와 학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진다. IB
DP 물리학의 경우 물리학 SL과 HL, 2과목으로 구분된다.
물리학 SL은 Core와 Option으로, 그리고 물리학 HL은 SL
과 AHL(additional higher level) 로 구성되어 있다. Core
는 물리학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의미하며, EA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Option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생이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Option A는 ‘상대론 (Relativity)’,
Option B는 ‘공학 물리 (Engineering physics)’, Option C
는 ‘물체의 상 (Imaging)’, 그리고 Option D는 ‘천체 물리
(Astrophysics)’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본인의 진로
와 희망에 따라 Option A–D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AHL(additional higher level) 은 물리학의 심화 내
용으로, ‘파동 현상 (Wave phenomena)’, ‘장 (Fields), ‘전
자기 유도 (Electromagnetic induction), ‘양자 및 핵물리
(Quantum and nuclear physics)’로 구성되어 있다. HL은
SL과 비교하여 더 심화된 내용인 AHL을 추가적으로 더
학습해야 하며, 수업 시간도 15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SL
보다 90시간이 많은 240시간을 수강하여야 한다.
이처럼 IB DP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특정 교과군에 치우
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핵심 교과 중심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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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IB DP는 모든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이 교사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며, 특히 각종 시험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IBO에서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Fig. 1. (Color online) Diploma pass rate(dark blue) and
average total points(light blue) [36].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 평가 (internal
assessment, IA)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치러지는 외부 평
가(external assessment, EA) 및 이를 채점하는 IB의 외부
채점관 제도 등 모든 평가 부분에서 같은 조건으로 이뤄지
도록 하고 있어, 대학은 학생이 공부한 학교나 국가의 교육
수준으로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갖는 IB DP의 점수로 학생의 지적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이는 IB
가 갖는 평가의 객관성이 ‘내신 부풀리기’ [31,32]로 논란이
많은 우리나라 고교 내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2. (Color online) November 2019 examination
schedule of IB DP and IB Career-related Programme
[39].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와 평가를 통해 Diplom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DP Core를 이수하고, 학생이
선택한 6개 교과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24
점을 넘을 때 IB DP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IB DP의 학위
취득을 위해 학생은 IB DP의 마지막 학년의 5월 또는 11
월에 졸업 시험격인 EA에 응시할 수 있으며, EA를 치고 난
후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평가하는 IA의 결과와
IBO의 외부 채점관들에 의한 EA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산출된다.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각 과목은 7
점 만점으로 전체 6개의 과목에서 최대 42점을, DP Core
에 속한 TOK와 EE의 평가를 통해 보너스 점수로 최대 3
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IB DP의 만점은 45점이다. 그리고
학위 취득과는 별도로 개별 과목에 대해 7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이수증 (certificate)
을 받을 수 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 뿐만 아니라 IB DP의 학위 취
득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나, 2015년 11월 시험이 가장
높은 80.96%, 2018년 11월 졸업 시험이 가장 낮은 68.89%
로 각각 약 19%, 31%의 학생들이 Diploma 학위 취득에
실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IB DP 학위 취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IB DP 학위 취득에 성공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과 졸업률, 그리고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비율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높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33,34],
IB DP를 이수하는 동안 학생들이 받는 상당한 학업 스트
레스와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을 유발하기도 한다 [8,35].

그리고 하루 동안 모든 과목을 치루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는 달리 IB DP의 EA는 3주에 걸쳐 IBO가 지정한 날짜에
학교별로 치러진다. Figure 2는 11월 EA의 일정 중 물리학
과목의 응시 일정으로, 시험이 이틀에 걸쳐 치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험 기간이 긴 이유는 우리나라
의 수능과 달리 과목마다 Paper 1, 2 또는 Paper 1, 2, 3
등으로 최대 3종류의 시험지를 통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있
으며,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과 같이 한 시험 (Paper) 의
응시 시간이 최대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5,
27,28]. 이처럼 IB DP의 EA는 과목마다 충분한 응시 시간
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기간 또한 상당히 길어 수능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덜하며,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IB DP는 국제 교육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에
서 시험이 치러진다. 2018년 통계 [36,37]에 따르면 5월에
치러진 EA의 응시자는 143개국 163,173명, 11월 응시자는
116개국 18,342명으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능처럼 시간을 통제하여 일괄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수 없다. 시간대 (time zone, TZ)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IBO
에서는 과목과 응시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TZ0, TZ1,
TZ2로 최대 세 종류의 시험지를 만든다. 물리학 EA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5월의 EA는 TZ1과 TZ2 2
종류의 시험지를, 소수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11월의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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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TZ0 시험지만을 사용한다. 지역 또는 국가의 표준
시간에 맞춰 오전 시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그리고 오후 시험은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치러지도록
지정하고 있다. Figur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
학 EA와 같이 시험 시간이 긴 과목의 경우 IBO의 정책에
따라 학생이 해당 과목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오후
시험과 다음 날 오전 시험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40].

2. DP Core의 평가 및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통한
Diploma 학위 취득
우리나라의 입시는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이,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므로 두가지 트랙으
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시 모집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은 학기 중 이뤄지는 평가에만 집중하게
되고 시험을 치루고 난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특히 3학년 2학기 수업의 경우 대입
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된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만 집
중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은 교과 수업에 집중함으로써
교과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문제 풀이 능력 향상에
집중하게 되며,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I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 3학년 교육과정인 과학
II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수능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각 교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하루에 모든 영역의 시험이 실시되고 짧은
기간에 채점이 이뤄져야 하므로,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
으로 크고 선다형 평가로만 이뤄져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
고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반해 IB DP는 DP Core, 교과별 IA 및 EA를 통해 학
생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이수한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가 수업 중, 그리고 최종 이수
후에 이중으로 실시되므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IB DP의 비교과 교육과정인 DP Core의 평가는 우리
나라의 비교과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가 실
시되지 않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다. DP Core의 평가는
과목별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성적의 합산에 보
너스 점수로 활용되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Group
4의 과학 교과를 선택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DP Core의
EE를 자신이 수강한 과학 과목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TOK와 EE는 교과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평가에도 반영된다. TOK는

55

정치· 철학· 종교 등 통합교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훈련 과
정으로, 이론 및 이론 상호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과목이다
[15]. 학생은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IBO에서 제시하는
6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00–1,600단어의 에세
이를 작성하고 10분간의 발표를 해야 한다. EE는 자신이
수강하는 교과 영역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EE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자기 주도적 연구를 통하여 4,000단어 이상의
에세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학생이 EE의 주제를 물리학
분야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 물리학 IA와의 차이점은, IA가
수업 중 수행한 실험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평가받는 것인
반면 EE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여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인다. 그리고 과학 과목의 EE는 표나 그래프 등의 단어는
4,000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IA와 EE 모두
학생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매우 유사하나, IA는 실험 보고서에, 그리고
EE는 연구 논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TOK와 EE
를 통해 작성된 에세이는 외부 채점관에 의해서 A–E 등급
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에 반해 CAS는 예술·체육·봉사 분
야에서의 150시간 이상의 자발적인 과외 활동을 의미하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IB DP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다 [38]. Table 2는 DP Core의 점수 산출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TOK가 C등급이고 EE가 A등급인
경우 학생은 보너스 점수로 2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TOK
나 EE 중 하나라도 E등급이 나오는 경우 IB DP 학위는
취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TOK나 EE와
같은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쓰기는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
는데 매우 유용하나, 이러한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교사의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아 상당수의
교사들은 기피한다. 그러나 IB DP의 경우 IBO의 인증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채점관의 채점을 통해 그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이라는 전문적인 교육평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Table 3은 IA와 EA의 세부 사항을 비교한 것으로, IA
는 수업 활동 중에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말하며, EA는 에세이나 구조화된 문제 등에 대한 외부 채
점관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학생들은 EA를 치룬 뒤 IA와
EA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학위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IA는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나타내므로 우리나라의 수행평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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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ploma core points matrix [26].
TOK/EE
grade
A
B
C
D
E

A

B

C

D

E

3
3
2
1

3
2
2
1

2
1
2
1
Failing condition
1
0
0
0
Failing condition

사한 성격을 가지고, EA는 외부 기관인 IBO에서 출제, 채
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능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 IA와 EA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반영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술 교과가
포함된 Group 6의 경우 학생들의 실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IA의 비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반면, 물리학
교과의 경우 IA와 EA가 각각 20%와 80%의 반영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은 수행평가와 지필
고사의 합으로 산출되며, 수행평가를 40%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필고사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IB DP의 IA
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합이 아니라
수행평가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대입 제도의 경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일부
전형에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함께 활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IB DP에서는 IA와 EA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학생이 수업 중 이뤄지는 활동을 등한시해
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 중 이뤄지는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과 내신이
독립적이어 수능으로만 대학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일
부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물리II 과목과 같은 심화 과목
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3학년 과학탐구 영역 관련 수업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IB DP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또한 IB DP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점수를
받는 인원이 다르다. 각 시험에 따른 점수 산출 기준이 있어
2018년 5월에 치러진 EA가 반영된 최종 결과, 각 교과의
만점인 7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물리학 HL과 SL이 각각
14.3%, 8.01%, 화학 HL과 SL이 각각 9.28%, 6.19%, 그리
고 생명과학의 HL과 SL이 각각 5.47%, 5.80%로 교과에 따
라 높은 점수를 받는 비율이 다르다 [37]. 우리나라 학생들
이 물리학을 어려워하며 기피하는 것과 같이, IB DP에서도
학생들에게 물리학 교과는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응시 인원이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에 비해 적은 편이다 [37].
그러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화학, 생명과학 교과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
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학 교과가 학생
들에게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히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수능은 과목별 점수
산출을 통해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는 관계없이 과목별로 상위 4% 이내의 점수를 받
은 학생은 1등급, 그리고 1등급의 학생들을 제외한 상위
11% 이내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2등급을 받는다. 이처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의
시험을 동일한 조건으로 치루기 위해 응시 시간과 문항 수를
동일하게 하므로 과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평가가 상대평가로만 이뤄져 학생의
선택과목보다 학생의 과목별 등급 또는 전체 표준점수로
학생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B DP의 EA에서와
같이 논서술형 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학제가 3월에 시작되므로 IB DP 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11월 EA에 응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능
또한 11월에 치러지므로 IB DP를 수강하는 경우 수능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학생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므로 비록 IBO 측에서 각국의 대학에 IB DP의 교육과정
과 그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는 하나 [41],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현재 IB DP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
는 대학이 많지 않으며 IB DP 11월 EA의 채점 결과 또한
이듬해 1월 5일 경에 발표되므로 12월에 4년제 대학의 원
서 접수가 마감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 IB DP를
반영하는 해외의 경우 채점 결과가 늦게 발표되는 문제로
인해 대학 진학 시 최종 점수 대신 학교 교사에 의한 예상
점수 (predicted grades) 제도를 이용하는데, 이는 학생의
평소 실력을 토대로 교사가 예상한 점수를 활용한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이 쌓여 있는 현 실정에 비춰 봤을 때
[42], IB DP를 통한 대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II. IB DP 물리학의 내부 평가 (IA) 와 외부
평가 (EA)
1. 물리학 IA의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IA는 필기 시험과 같이 시간 제한을 두거나 별도의 제약
을 두지 않고 학생의 관심 영역과 관련하여 수업 중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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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details of IA and EA [38,41].
Evaluation
type

IA

EA

Evaluation
field

· Oral work in languages
· Fieldwork in geography
· Laboratory work in the sciences
· Investigations in mathematics
· Artistic performances

Overall
weighting
Examiner
Exam
schedule

20–30%
(Group 6 : 35–50%)
School teacher
· Evaluation by school and subject according to schedule
· Final copy submitted to the IBO in time for the deadline

지는 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과목의 특성에 맞춰진 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며 학생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활동 또는
산출물에 대해 평가한다 [25]. 각 교과에서는 지침서를 통해
IA의 목적, 지침,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교과의 IA는
과목에서 중요시하고, 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영역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며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발표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 [8]. 특히 Group 4의 과목 중 ‘물리학’, ‘화학’, ‘생명
과학’ 은 각 교과의 지침서를 통해 Group 4의 목표를 통해
실험적 접근을 통한 실용적 접근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5,27,28]. 수업 중 실험 시간에 대한 배정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우리나
라와는 달리 IB DP 물리학은 SL의 경우 40시간, HL의 경
우 60시간 동안 실험과 실험의 활동에 대한 평가(Practical
scheme of work) 를 반드시 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다. 이에 IB DP의 물리학 IA는 학생이 본인의 관심사가
반영된 실험 주제를 정하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면서 실
험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교사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IBO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 점수를 산출한
다. 그러므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교과의 경우 학생은
실험 수행 능력 및 보고서 작성 능력 등 연구 능력을 갖추
고 있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하므로 의사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된다. 이처럼 물리학 IA
는 실험을 중요시하는 과학 과목의 특성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에 대해
교사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는 것과는 달리, 물리학의 IA

· Essays
· Structured problems
· Short-response questions
· Data-response questions
· Text-response questions
· Case-response questions
· Multiple-choice questions
70–80%
(Group 6 : 50–65%)
External examiner
· Evaluation every May (mainly northern country)
· Evaluation every Nov. (mainly southern country)

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사가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 [25]에서 제시하는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여도(personal engagement) 항목에
서는 학생이 정한 연구 주제의 주체성 및 독창성에 대해 평
가하고, 탐구(exploration) 항목에서는 학생이 연구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
고 있으며, 그것이 DP의 수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전과
환경,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한다. 그리
고 분석 (analysis) 항목에서는 학생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험 결과에 의해 결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하며, 평가 (evaluation) 항목에서는 결론을 작성함에 있어 학생이 실험 결
과를 근거로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소통 (communication) 항목에서는 보고서가 적절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연구자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과학용어나 규칙의 사용에는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한
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단위나 과학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경우 학생은 소통 항목에서 감점이 된다 [25]. 우리나라의
경우 수행평가의 영역과 기준은 교사에 따라 영역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학생들에게 공개된
다. 그러나 IB DP의 IA의 평가 영역과 기준은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동안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할 때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IA 평가 점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Table 3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는 IBO에서 지정한 마감일에
맞춰 일부 학생의 최종 제출본과 그에 대한 채점 결과를 IBO
에 샘플로 제출하여야 하며, IBO 조정관(IBO moderator)
에 의해 교차 채점 결과 교사의 채점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점수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즉, 교사가 임의로
학생들의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또는 낮게 주었다고 IBO
측에서 판단하는 경우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조정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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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rnal assessment criteria [25].
Criteria
Marks
(weightings)

Personal
engagement
2
(8%)

Exploration

Analysis

Evaluation

Communication

Totals

6
(25%)

6
(25%)

6
(25%)

4
(17%)

24
(100%)

기 때문에 교사는 점수를 IBO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점수를 산출하게 되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신 성적을 대학에서 믿지 않는 이유로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IBO에서 교사의 성
적 평정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서도
교사의 채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성적 부
풀리기’ 와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며,
교사의 재량권에 제약을 가한다는 논란이 일수도 있다.

2. 물리학 EA의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IA가 학생의 교과 수업 중 활동을 통해 학생이 교과를
학습함으로써 배우게 된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수행평
가의 형태를 갖는 것과는 달리, EA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이 IB DP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실시되며 IBO에서 출
제된 문제를 일괄적으로 치루고 IBO에서 채점까지 실시
하며, 절대평가로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얼마나
잘 하였는가?’가 아닌 ‘한 학생이 각 교과에서 진술된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에 관심을 가진다 [8]. IBO
는 ‘IB DP 평가 원칙 및 예제 [40]’ 를 통해 EA가 학생의
“단순한 지식의 암기보다는 종합하고 평가하는 고등 정신
능력 (higher order cognitive skills) 의 평가” 를 하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A에서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EA 또한 교과의 특성이 반영된
지필평가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Group 1의 ‘문학과 연극
(Literature and performance)’ 과목의 EA는 1시간 30분
동안 두 개의 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에 답하며 작품을
분석해야 하는 Paper 1과, 동일하게 1시간 3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연구한 두 작품을 토대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Paper
2, 그리고 번역 문학 작품 수업에서 공부한 작품에 대한
성찰적 진술과 문학 에세이를 제출하여 평가받는 Written
assignment로 구성되어 있다 [43]. 이에 반해 Group 4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지필평가 형태를 갖는 Paper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IB DP의 EA는 평가 형태나 구성이 교과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는 물리학 EA의 세부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반영
비율은 시험(Paper 1-3)의 종류와 과목의 수준(SL, HL)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전체 시험 응시 시간은 HL이 4시간
30분으로 3시간의 응시 시간을 갖는 SL보다 1시간 30분이
더 길다. 이는 SL보다 HL이 심화된 과목으로 AHL만큼
내용을 더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각 Paper마다 문항의 수
와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I가 물리I보다 심화된 과목임에도
문항의 수와 응시시간이 동일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학 Paper 1은
객관식 4지 선다형이다. IB DP의 평가 방법은 논·서술형으
로 학생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으나 [44,45], 학생들의 기본 개념의 이해 정도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하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식
선다형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선다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Paper 1의 문항 형태는 과목에 따라 조금씩 다
르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언어 B(language B) 에서는
선다형을, 그리고 심리학, 지리학, 언어 Ab initio(language
Ab initio) 등에서는 단답형을 사용하여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다 [8]. 물리학 Paper 1의 시험 범위는
SL의 경우 Core, HL의 경우 Core와 AHL을 다루고 있어,
시험 시간과 문항 수가 SL보다 HL이 더 많다. 시험 시간은
SL과 HL이 각각 45분, 1시간으로 1문항당 풀이 시간이 1
분 30초 정도로 주어지며, 이는 우리나라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학 교과에 20문항에 30분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문항에 따라 난이
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항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에 따
라 배점이 2점 또는 3점인 것과는 달리, Paper 1은 개념의
확인 또는 공식의 활용에 대한 문항으로 난이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배점 또한 모두 동일하게 1점이다.
그러므로 시간면에 있어 IB DP의 EA와 우리나라의 수능
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능의 경우 IB DP와 비교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SL과 HL의 문항수는 각각 30문항과 40문항이며, 그 중 SL
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문항 정도는 SL과 HL에 동일한
문항이 출제된다 [25]. 그리고 Paper 1은 Paper 2, 3과는
달리 유일하게 계산기 사용은 불가하나, 물리학 공식이 정리
되어 있는 물리학 자료집 (physics data booklet) 의 사용은
모든 EA, 즉 Paper 1–3에서 모두 가능하다. 즉, Pap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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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ternal assessment details [25].
Paper

SL
20

Overall weighting
Duration
3
4
(hours)
Marks
30
Use of calculators Not permit
Providing a
Yes
physics data booklet

Question type
&
characteristics

Paper 1
HL
20

Papaer 2
HL
36

SL
40

1

1 14

2 41

40

50
Permit

95

Yes

SL
20
1
35
Permit

Paper 3
HL
24
1 14
45

Yes

· This paper will have questions
on Core(Core and AHL)*
· 30(40)* multiple-choice
and SL(HL)* option material.
questions on Core(Core and AHL)*, · Short-answer and
· Section A: one data-based question
about 15 of which are common
extended-response
and several short-answer questions
with HL(SL)*.
questions on Core
on experimental work.
· No marks are deducted
(Core and AHL)* material.
· Section B: short-answer and
for incorrect answers.
extended-response questions
from one option.
*The contents in parentheses correspond to HL physics.

의 문항은 객관식 형태로 출제되지만 학생이 단순히 공식
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물리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25].
물리학 Paper 2는 단답형 문항과 확장된 논술형 문항이
출제된다. 대다수 과목의 EA에서 Paper 1은 교과의 기본
개념을, Paper 2는 과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EA 중에서 Paper 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 형태의
편차가 있으나 논·서술형이 일반적이다. Paper 1에서 학생
이 가진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을 다룬 반면
에, Paper 2는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 뿐 아니라 적용, 분석,
종합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출제된다.
문항의 유형은 물리학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항부터 그림으
로 표현하는 문항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Paper 2의 비중은 SL과 HL이 각각
40%와 36%로, EA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시험 시간 또한 각각 1시간 15분과 2시간 15분으로
EA 중에서 가장 길다. 배점은 SL과 HL이 각각 50점과 95
점이고, 문항에 따라 부분 점수가 부여된다. 시험 범위는
Paper 1과 같이 SL의 경우 Core만을, HL의 경우 Core와
AHL을 다루고 있으며, SL의 경우 HL 문항 중의 일부가
출제되는 형태를 갖는다. 문항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위 문항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문항의 수는 편차가 있다.
그리고 Paper 1과는 달리 Paper 2에서는 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시계와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까지 엄격하게 금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Paper 3은 일부 교과에 한해서 치러진다. Paper 3을
치는 과목은 역사학, 지리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수학,

디자인 기술의 HL과목들과, Group 4에 속한 과목 중 물리
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스포츠, 운동과 건강과학의 SL
과 HL 과목들 정도이다. 물리학 Paper 3의 SL과 HL의
시험 시간은 이 각각 1시간과 1시간 15분이며, 배점은 35
점과 45점이다. 그리고 시험지는 Section A와 Section B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독립적이다. Section A는 학생의
실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특정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문항과 여러 개의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범위는 SL의 경우 Core만을, HL의 경우 Core와 AHL
을 포함한다. 그리고 Paper 2와 동일하게 물리학 자료집 및
계산기의 사용이 허가된다 [25]. IB DP에서는 물리학 교과
에 대해 학생의 실험 능력과 이론에 대한 이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IA에서 이미 학생의
실험 수행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등 학생의 실험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였으나, EA에서도 학생의 데이터 분
석 능력과 같은 연구 능력을 지필평가 형태의 Section A를
통해 한번 더 평가한다. Section B의 시험 범위는 Option
이며, Paper 2와 동일한 형태로 단답형 및 확장된 논술형
문항이 출제된다. 학생은 Option A–D 중 본인이 수강한
Option의 문제를 선택하여 풀이하면 된다.

IV. IB DP 물리학 문항 분석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IB DP 물리학의 Paper는 시험
범위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문항 유형 뿐만 아니라
배점, 시험 시간 등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수리영역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객관식 5지 선다형이고 수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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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문항에 대해서만 단답형으로 평가한다. 선다형
이 학생 역량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에도 유
지되는 이유는 채점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크
다. 그러나 여러 교육청에서 굉장한 경제적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IB DP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재 수능을
위시한 대입 시험으로 인해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
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는 IB DP의 평가 제도가 기존의 평가가 객관식 위주로
훈련된 단순 암기식 학습을 평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논·
서술형 형태의 평가로 학생의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6,7].
이에 IB DP의 평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A
의 실제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IB DP의 EA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2018년 5월에 실시된 물리학 Paper 1, 2, 3이며 [46–51], 수
준 (SL, HL) 과 유형 (TZ1, TZ2) 등에 대한 내용은 문항에
표시하였다.

Fig. 3. (Color online) Question No. 5 of Paper 1 of
physics HL(left : TZ1, right : TZ2) in Thursday 10 May
2018 afternoon [46,47].
13문항이, 물리II의 경우 20문항 중 10문항이 합답형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합답형 문항의 경우 각 보기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기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므
로,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형태이다. 이
에 반해 Paper 1의 문항은 TZ1과 TZ2 전체에서 1문항만
합답형 문항이었고 79문항이 단일 정답형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수능과 IB DP의 EA 모두 문항당 1
분 30초로 동일하게 주어지나 우리나라 수능 문항의 경우
19, 20번 문항과 같은 고난이도 문제와 함께 합답형이 많이
주어지므로, IB DP Paper 1과 비교할 때 학생에게 가해지

1. Paper 1

는 시간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per 1은 학생의 물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
는 문제지로써, 선다형이라는 점에서 EA 중 우리나라의
수능 유형과 가장 비슷하다. 그러나 수능과는 달리 물리학
자료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물리학 자료집을 사용
함으로써 학생이 물리학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보다 주어진 공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Paper 1에 출제되는 문항들은 복잡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다양한 단서 조건이 제시되는 문항은 없었으며, 주로 짧은
질문으로 물리 개념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물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확인하기
위해 SL이 30문항, HL이 40문항으로, 물리학 교과 Core의
대단원이 8개, 소단원이 25개, AHL의 대단원이 4개, 소단
원이 12개임을 감안할 때, 각 단원에 속한 많은 개념들을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풀이에 필요한 공식은
제공되는 물리학 자료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Paper 1은 물리학 공식의 암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공식의 적용 등을 중
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능
문항이 5지 선다형인 것에 반해 Paper 1의 모든 문항은 4
지 선다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능에서는 ‘보기’ 의 ㄱ,
ㄴ, ㄷ 중 하나를 고르는 합답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2019
학년도 수능 시험의 과학탐구영역 물리I의 경우 20문항 중

Table 6은 2018년 5월에 치뤄진 물리학 SL과 HL의 Paper 1을 주제별로 분석한 것으로 [46,48], SL과 HL은 16문
항이 동일하게 출제되었으며 각 시험지에서 ‘역학(Mechanics)’에 해당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적게 출
제되는 주제는 ‘측정과 불확정도(Measurement and uncertainties)’와 ‘원운동과 중력(Circular motion and gravitation)’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시험지는 문항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
에서 제시하는 주제의 순서대로 문항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HL의 Paper 1은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AHL에 해당하는
주제의 문항이 전체 40문항 중 15문항을 차지하고 있어
AHL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B DP는 국제적으로 다뤄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EA를 칠 수가 없다. 5월에 치
러지는 EA의 경우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TZ1과 TZ2, 2종류의 시험지가 출제되며, 학생들은 지역에
따라 TZ1 또는 TZ2 시험지로 평가를 받는다. SL과 HL의
경우 약 15문항 정도가 중복 출제되나, TZ1과 TZ2의 문
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두 다르게 출제된다. 그러나
같은 번호의 문항은 동일한 내용을 소재만 달리하며 묻고
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기출 문항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해
IB DP 물리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물리학
I, II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운동량에 대한 내용을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s and the Assessment Questions of Physics in the · · · – Munho Kwon

61

Table 6. Analysis of Physics HL Paper 1 in May 2018.
Component

Core

AHL

Topic
Measurement and uncertainties
Mechanics
Thermal physics
Waves
Electricity and magnetism
Circular motion and gravitation
Atomic,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Energy production
Wave phenomena
Fields
Electromagnetic induction
Quantum and nuclear physics
Total

SL question number
1-2
3-9
10-12
13-17
18-21
22-23
24-27
28-30
None
None
None
None
30

다루고 있는 문항을 인용하였다. Figure 3은 물리학 HL의
TZ1과 TZ2 시험지의 5번 문항을 나타낸 것으로, 두 문항
모두 운동량을 묻고 있으나 조금 다른 형태로 문제 상황이
진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치루기 때문에 같은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단순히 문제의 순서 배열만 바꾸는
정도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B DP의 EA는 동일
시간대에 시험을 치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Z1과 TZ2
에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수 없다. 이에 Fig. 3의 TZ1의
문항은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제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놀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TZ2의 문항은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가 최고점에
다다른 순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묻고 있으며,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운동량이 질
량과 속도의 곱으로 주어진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간단한 유형의 문항이다. 두 문항 모두 우리나라의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ㄱ, ㄴ, ㄷ’과 같은 합답형의 문항
이 아니라 운동량 보존과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간단한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TZ1과 TZ2는 동일한 물리 개념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다른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IBO가 오랜 기간동안 평가를 운영하며 많은 데이터를 쌓아

HL question number
1
3-7
8-10
11-14
15-17
18
19-21
22-25
26-29
30-32
33-36
37-40
40

Common questions
1
4
2
3
1
1
2
2
None
None
None
None
16

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의 경우 오히려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만점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IB DP 물리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13]. 이를 평가 문항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Fig. 4는 물리학 SL의 문항을 나타
낸 것으로, 24번 문항과 30번 문항은 각각 파인만 다이어그
램 (Feynman diagram) 과 알베도 (albedo) 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Figure 4의 24번 문항은 β + 붕괴를 다루고 있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으며
대학물리학 교재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의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쿼크를
다루는 표준모형이 잠시 다뤄졌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IB DP에서는 표준모형
뿐만 아니라 기본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파인만 다
이어그램이 SL의 Paper 1 문항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알베도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는 물리학 교과가 아닌 지구과학 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IB DP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달리
지구과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Figure 4의 분석을 통해, SL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과 비교할 때 물리학I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라 할 수 있고 Paper 1 SL의 시험 범위가 Option과
AHL을 제외한 핵심 내용인 Core로만 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양한 개념을 다
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옴으로써 문항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맞추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는 각 시험에서의 점수 급간 컷을 보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험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2. Paper 2

나오는 경우 각 TZ 안에서 최종 점수인 1-7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조금씩 낮춤으로써 보정을 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과목의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평가하여 물리

대부분의 교과에서 Paper 2는 시험 시간과 비중이 EA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며, 주로 논·서술형으로 학생의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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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Question No. 24(left) and No.
30(right) of Paper 1(TZ1) of physics SL in Thursday 10
May 2018 afternoon [48].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교육계가 가장 관심
을 가지는 시험 유형이다. 물리학 Paper 2의 시험 범위는
Paper 1과 동일하게 SL의 경우 Core만을, 그리고 HL의 경
우 Core와 AHL을 다루고 있어 문항의 수와 배점에서 SL보
다 HL이 크다. Paper 1이 학생의 물리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시험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Paper
2는 학생의 물리 개념에 대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
한다.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HL의 Paper 2에
서는 ‘측정과 불확정도 (measurement and uncertainties)’
를 제외한 모든 주제들에 대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1. (b).
(iii) 과 같이 각 문항마다 여러 개의 하위문항들이 있어 SL
과 HL의 실제 문항수가 각각 29문항과 49문항에 달한다
[49, 50]. 이처럼 IB DP는 하나의 문항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각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을 구
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Paper 2에서는 다양한 서술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사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객관식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형태가 한정되어 있어 출제자가 원하는 형태의 문항을 출
제하는 것이 어려우나, 서술형 문항의 경우 굉장히 열려
있어 다양한 서술어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5월에 시행된 물리학 EA의 물리학 SL Paper 2에서
질문에 사용된 서술어를 살펴보면 ‘계산하시오(calculate)’
가 1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구하시오(determine)’
와 ‘증명하시오 (show)’, ‘유도하시오 (derive)’ 가 각각 1회
로 전체 29개의 문항 중 14문항이 정량적인 접근을 요구하
는 서술어가 사용되었으며, 그외 ‘설명하시오 (explain)’ 와
‘기술하시오 (state)’ 가 각각 4회, ‘그리시오 (sketch)’, ‘도
출하시오 (describe)’ 가 각각 2회 , ‘제안하시오 (suggest)’,
‘찾으시오 (identify)’, ‘논하시오 (discuss)’ 가 각각 1회 언
급되었다 [49]. 그리고 물리학 HL Paper 2에서는 ‘계산하
시오 (calculate)’ 가 17회, ‘구하시오 (determine)’ 5회, ‘증
명하시오 (show)’ 3회, ‘유도하시오 (derive)’, ‘추론하시오
(deduce)’가 각각 1회로 49문항 중 27문항이 정량적인 계산
을 요구하는 서술어가 사용되었으며, ‘설명하시오(explain)’
6회, ‘도출하시오(describe)’ 4회, ‘기술하시오(state)’ 3회,
‘그리시오(sketch)’, ‘제안하시오(suggest)’가 각각 2회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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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서술하시오 (outline)’, ‘찾으시오 (identify)’, ‘논
하시오(discuss)’, ‘쓰시오(write down)’, ‘그림을 그리고 이
름을 쓰시오(draw and label)’가 각각 1회 언급되었다 [50].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정량적인 계산 문항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 우리나라의 수능에 비하여 IB DP의 Paper 2
에서는 정량적인 계산 문항이 SL에서는 48.3%, HL에서는
55.1%로 전체 문항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정량적인 접근에서는 공식을 사용한 단순 계산 문항 뿐
아니라 ‘증명하시오’, ‘유도하시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
여 수식 또는 결과값의 유도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해당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리시오’,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쓰시오’
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식 평가 문항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적인 접근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학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per 2는 SL과 HL에서 다루는 범위가 Paper 1과 동일
하나, 시험지의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Paper
1에서는 SL과 HL이 약 15문항 정도만 같고 SL의 나머지
15문항과 HL의 25문항은 전혀 다른 문항이 출제되는 형태
이나, Paper 2의 HL은 SL을 바탕으로 AHL에 해당하는 문
항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
I과 물리학II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고 물리학I에서는
정량적인 접근에 대한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시험 문항 또한
전혀 다르게 구성되나, IB DP에서는 물리학의 핵심 내용
Core를 SL과 HL에서 동일하게 다루며 물리 개념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Figure 5와
Fig. 6은 각각 물리학 Paper 2의 HL과 SL의 3번 문항을
나타낸 것으로 [49,50], 먼 은하로부터 온 결맞은 단색광을
이중 슬릿 실험에 활용하는 상황을 주고 있다. SL은 (a), (b)
로만 구성된 것에 비해 HL은 (a)–(d) 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HL은 SL의 3번 문항에
서 AHL에 해당하는 ‘파동 현상(wave phenomena)’을 묻고
있는 (b), (c)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g. 6의 (a) 의 (i), (ii) 는 이중 슬릿
에 의해 만들어진 간섭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가 형성되는
이유와 무늬가 보이기 위해 광원이 결맞아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으며, (c) 에서는 측정된 빛의 파장이 방출된 빛의
파장보다 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그리고 (d)의 하위 문항 중 (ii)에서는 슬릿과 스크린 사이에
공기가 아닌 물로 채워질 경우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었다. 이 문항에서는 빛
의 회절과 간섭, 적색편이, 그리고 매질에서의 빛의 전파 등
광학에서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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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Physics SL and HL of Paper 2 in May 2018 [49,50].
Component

Core

AHL

HL
Numbers of
Numbers of
Question number
Question number
sub-question
sub-question
Measurement and uncertainties
None
0
None
0
Mechanics
1. (a)–(d)
7
1. (a)–(e)
9
Thermal physics
2. (a)–(c)
4
2. (a)–(c)
4
Waves
3. (a)–(d)
4
3. (a), (d)
5
4. (a), (b), 5. (a), (b)
4. (a),(b), 5. (a), (b)
Electricity and magnetism
4
4
Circular motion and gravitation
5. (c)
2
5. (c)
2
Atomic,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6. (a), (b)
4
6. (a), (b)
4
Energy production
6. (c)
4
6. (c)
5
Wave phenomena
None
0
3. (b), (c)
3
Fields
None
0
4. (c), 8. (c)
4
Electromagnetic induction
None
0
7. (a)–(e)
5
Quantum and nuclear physics
None
0
8. (a)–(c)
6
Total
29
49
Topic

Fig. 5. (Color online) Question No. 3 of paper 2(TZ1)
of physics SL in Thursday 10 May 2018 afternoon [49].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절 및 간섭 현상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 수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물리학
자료집과 계산기를 활용하여 학생이 정확하게 풀이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aper 2
에서는 학생들이 물리 공식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물리학 자료집의
여러 공식들 중에서 주어진 문항과 관련된 공식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이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아무리
잘 묻고 있다 하더라도, 채점 기준이 모호하거나 적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IBO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
성 확보를 위해 시험지와 함께 채점 기준표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Table 8은 Fig. 5의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표 (Markscheme)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52].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점 기준표는 각 문
항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분 점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SL

Fig. 6. (Color online) Question No. 3 of paper 2(TZ1)
of physics HL in Thursday 10 May 2018 afternoon [50].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채점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전문성을 인증받은 외부 채점관들에 의해 채점이 이뤄지
므로, 논· 서술형임에도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받고
있다.

3. Paper 3
Paper 3는 Paper 1, 2와 동일하게 SL의 경우 Core만을,
HL의 경우 Core와 AHL을 범위로 학생의 실험 능력을 평가
하는 Section A와 학생이 선택한 Option의 범위에 해당하
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Section B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유형은 Paper 2와 동일하게 단답형과 확장된 논술형
이며, 문항의 수는 Section A는 항상 2문항이 출제되고 있
으며, Section B는 문항의 난이도와 하위문항의 수에 따라
다르게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물리학 HL의
Paper 3 Section B는 Option A(상대론, Relativity)가 3–7
번으로 5문항, Option B(공학물리, Engineering physics)
가 8–11번으로 4문항, Option C(물체의 상, Imaging) 가

64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1, January 2020

Table 8. Markscheme of No. 3 of paper 2(TZ1) of physics HL in Thursday 10 May 2018 afternoon [52].
Question

(i)
3. (a)

(ii)
(iii)

Answers
superposition on light from each slit/interference
of light from both slits ✓
with path/phase difference of any half-odd
multiple of wavelength/any odd multiple of π
(in words or symbols) ✓
producing destructive interference ✓
light waves (from slits) must have constant phase
difference / no phase difference / be in phase ✓
evidence of solving for D < D = sd
>✓
λ
4.50×10−3 ×0.300×10−3
× 2 >= 4.27 < m >✓
<
633.0×10−9

12–14번으로 3문항, Option D(천체물리, Astrophysics)가
15–19번으로 5문항이 출제되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문항의
수나 응시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나, IB
DP의 경우 Section B에서 학생에 따라 Option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항 수의 차이를 문제시 삼지 않는다. 이는 IB
DP가 절대 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IBO에서 오랫동안
EA를 운영해오며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Option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aper 1에서는 기본 개념을, 그리고 Paper 2에
서는 주어진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면, Paper 3의 Section A에서는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론 도출 등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주어진다. Paper 3에서는 Paper
2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측정과 불확정도’를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물리학 이론에 대한 이해가 주요
평가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으며, 실제 실험을 통
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인 내용이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다. 2018년 5월에 시행된 물리학 EA의 Paper 3 Section A
의 질문에서 사용된 서술어를 살펴보면 ‘그리시오 (draw)’
와 ‘기술하시오(state)’가 각각 2회, ‘쓰시오(write down)’,
‘구하시오 (determine)’, ‘그리시오 (sketch)’, ‘설명하시오
(explain)’, ‘개략적으로 서술하시오 (outline)’ 가 각각 1회
씩 제시되었다 [51]. Paper 2에서는 정량적인 계산 문항이
많았으나, Paper 3의 Section A에서는 정량적인 계산보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 또는
결과에 대해 해석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Paper 3 Section A의 문항은 학생이 실제로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문항이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
다. 그러므로 학생이 Paper 3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Notes

Total

Ignore any reference to
crests and troughs

3

OWTTE

1

Award [1] max for 2.13 m

2

Fig. 7. (Color online) Question No. 1 of paper 3(TZ1)
of physics HL in Friday 11 May 2018 afternoon [51].

서는 학생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직접 도출하는 경험을 쌓아야만 하므로, Section A
의 문항은 학생이 평소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실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7은 물리학 HL Section A의 두 문항 중 첫번째
문항으로, 천장과 실로 연결되어 자기장 속에 놓인 자화된
바늘의 회전 운동에 대한 실험 결과를 주고 그에 대한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사용된 서술어를
살펴보면 Paper 3의 1. (a) 문항은 학생이 에러바 (error
bar) 에 대해 이해하고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 가장 적합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지를, (b) 문항은 그래프를 해석하고
수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도(uncertainty)
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c)문항은 그래프
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를 의미를 다른 형태를 표현할 수 있
는지를, (d) 문항은 변형한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IA를 통해 학생의 실험 능력을 개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Paper
3의 Section A를 통해 한번 더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물리학 교육과정에서 탐구 능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평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는 것과는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Section B는 Option인 ‘상대론’, ‘공학물리’, ‘물체의 상’,
‘천체물리’ 에 대해 출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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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과 집중의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

Fig. 8. (Color online) Question No. 5 of paper 3(TZ1)
of physics HL in Friday 11 May 2018 afternoon [51].

2와 시험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물리학I과 물리학II로 교과가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편이나, IB DP는 학생이 SL과 HL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Option도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론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다뤄지나, 그외 ‘공학물
리’, ‘물체의 상’, ‘천체물리’에 해당하는 물리 개념들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심화된 내용들이
많다.
Figure 8은 Paper 3 Section B의 문항으로, Option A인
상대론의 시공간 그림 (Spacetime diagram) 에 대해 묻고
있다.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지구에 대해 0.80c의 속력으로
여행하고 있는 로켓을 보았을 때의 세계선(worldline)을 그
려주고,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 0.60c의 속력으로 A와 반
대방향으로 운동하지만 A와 같은 위치를 ct = 1.2km 후에
지나는 또 다른 로켓 B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이다. 상대론
은 다른 Option 주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시간 지연(time dilation)이나
길이 수축 (length contraction) 등에 대해서만 정성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IB DP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개념인 시공간 그림 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등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IB DP의 평가인 DP Core의 평가와 IA 및 EA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A에 대해 물리학 교과의 기출문항을 분
석함으로써 IB DP 물리학의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물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개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5].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
정은 9개의 보통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3년 동안 보통 교과군에서 180단위(3,060시
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24단위(408시간)를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보통 교과군에서 1학년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7개의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외에 2–8단위의 다양한 과목
으로 180단위를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의 수는 30개 내외가 된다. 학생이 만약
일반 선택 과목 (2단위 내 증감 허용) 의 물리학I(기본 단위
수 : 5단위) 과 전문 선택 과목 (3단위 내 증감 허용) 의 물
리학II(기본 단위 수 : 5단위) 를 모두 선택할 경우 증감을
감안하면 최소 5단위 (85시간) 에서 최대 15단위 (255시간)
의 이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과목의 수강을 통해 지식 편식 현상을 줄이고, 균형적인 발
달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
대한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성된 지필고사 성적
과 수업 중 이뤄지는 수행평가 성적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가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바뀔
뿐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배워야 하며, 교과에 대한 평가
결과인 내신 등급이 학기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특정 과목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기는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리고 3학년 말에 치루는 수능의 과학탐구영역에
응시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과학I 과목 (물리I, 화학I, 생명
과학I, 지구과학I)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3학년에 배우는
과학II 과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본인의 진로 희망 또는 관심사를 반영한 수강 신청이 어렵
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소인수 선택과목이 있으나 수강인원이 13명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3년간
408시간이나 이수하지만,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수
시간과 특기사항 정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에 IB DP는 DP Core(TOK, EE, CAS) 와 6개의
교과군으로 이뤄져 있다. 6개의 교과군은 언어 A(모국어),
언어 B(외국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군으로, 학
생은 2년 동안 6개의 교과군에서 각 1과목씩 수강하여야
한다. 학생이 특정 영역의 지식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된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졸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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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6과목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학생은 IB DP
학위 취득을 위해 6과목 중 최소 3과목 이상을 HL로 수강하
여야 하는데, HL 과목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만큼 수준이 높다. 또한 HL의 수업 시간은 240시간으로
SL의 150시간보다 90시간이 많다. 비록 수준 높은 수업과
상당한 수업 시간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당한 학업 스트레
스를 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나, 학생이 자신의 적
성 또는 진로 선택을 고려한 교과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생은 과목의
선택 인원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OK와 EE는
교과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1,600단어와 4,000
단어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외부 채점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최종 점수에 합산되며, CAS 또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IB
DP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IB DP에서는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활동이 평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B DP의 평가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집중도가 떨어지고, 평가에 반영
되지 않는 다양한 과목의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으
로 인해 수업 시간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IB DP에서 적은 과목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고, 모든 교과와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 다양한 평가의 도입과 평가의 공정성 확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학교에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 수시모집에 응시하
거나,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2가지가
있다.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하며, 내신 성적은 수행평가 성적과 지필고사
성적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대입에의 반영은 학생
의 성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신 등급이
반영된다. 이는 학교별, 과목별 점수의 기준과 수강학생
집단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각 과목
별 수강학생 중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규준 지향
평가 (norm-referenced evaluation) 인 내신의 등급제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준 지향 평가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얼마나 잘했는가’
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평가 기준이다. 이로 인해 만약 두
학생의 지필고사 성적과 수행평가 성적의 합이 동일하더라

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정시모집에 중요한 수능은 수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객관식 유형의 문항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과목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 모두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문항 수로
제시된다. 성적의 반영 또한 학생의 원점수보다는 영역별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점수 또는 등급으로 대입이 결
정된다. 학생들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희망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과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린다 [56]. 또한 지필 고사와 수능에서는
객관식 문항이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어 학생의 고차원적
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탐구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탐구
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행평가에서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교
사의 자율성에 맡겨져 실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험을 전혀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행평가를 과정
중심 평가(process-focussed assessment) 형태로 운영하며,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수행평가 비중과 지필고
사에서의 논·서술형 문항의 비중을 조금씩 확대시키고 있으
나, 우리나라에서 수행평가와 논·서술형 문항의 채점은 종종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57]. 그리고 규준 지향 평가가
아닌 준거 지향 평가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인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생이 각 교과에서 진술된 교육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나, ‘성적 부
풀리기’로 인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58].
이에 반해 IB DP는 IBO로부터 인증받은 학교에서만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므로, 학생이 속한 국가나 학교의 수
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또한 모
든 평가는 준거 지향 평가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형태인 TOK와 EE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연구 능력 및 글쓰기 능력을 평
가할 수 있다. 그리고 IA를 통해 학생의 수업에 대한 참여
도와 과목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물리학 IA에서는 개별 연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 학생의
탐구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 등에 대해 평가한다. EA는
과목별로 문항의 유형이 다르며, 물리학의 경우 Paper 1,
2, 3 세 종류로 구성된다. 그리고 IA의 평가는 교사에 의해
이뤄지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며 채
점된 보고서는 IBO의 조정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EA를 통하여 학생의 물리 개념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도
뿐만 아니라 물리와 관련된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IBO의 외부 채점관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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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다. IBO로부터 상당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증받은
외부 채점관은 집단 체제를 이루며 평가를 하고, 각 EA의
평가 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논· 서술형
평가가 있음에도 평가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IB DP의 다양한 평가 방법, 즉 TOK와 EE,
그리고 IA와 EA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평가 제도에도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평가의 공정
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부여하기 보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평가
문항의 다양성 확보
우리나라 수능의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계열로의 진학을 희
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과학탐구 영역을, 인문사회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각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각 과목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영역이나 과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20문항, 30분이다. 물리학은 교과의 특성상
정량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항이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평가의 공
정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과목의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입
에서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능을 원래의 목적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준거 지향 평가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
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가 수준의 공신력과 변별력을
갖추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검사도구로서 현재
수능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59]. 또한 현재의 수능 평가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대입전형 자료로서의 활용
방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 서술형 평가 방식이 배제되어 있다 [60].
그러나 IB DP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수능과 유사한 EA의 경우 과목에 따라 Paper
1, 2로만 된 과목이 있으나, 물리학 EA의 경우 Paper 1,
2, 3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능의 경우 물리I, II에 관계
없이 문항의 수와 시험 시간이 동일하나, SL과 HL은 모든
Paper에서 문항의 수와 시험 시간이 다르다. 특히 Pap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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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게 부여되며,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교할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능은 물리학
교과의 내용을 겨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동안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평가 제도도 학생에게 과목의 특성과 문항의 난이도를 고
려한 평가 시간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Paper 1이 4지 선다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Paper 2와 Paper 3는 각각 단답형과 논·서술형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각 Paper가 평가하고 있는 범
위와 평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Paper 3에서는
물리학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문항과 학생의 진로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Option과
관련된 문항이 심도있게 출제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변화의 시도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SAT도 논· 서술형 평가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60],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
다. 또 다른 나라인 영국의 에이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
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은 전과목이 논술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만 평가 방식의 변화가 불가
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식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과목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식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한 변화
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에서는 시험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자료와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IB DP에서는 물리학 공식이 기록된 자료집이
주어지고, 개인 계산기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IB
DP의 평가가 학생이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
마나 실수를 적게 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고등
정신 사고 능력의 평가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검색만
하면 공식을 찾을 수 있고, 컴퓨터로 모든 계산이 대체되는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VI.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객관식 위주의 평가는 학생의 교과 내용
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또는 훈련된 문제 풀이 능력을 평가
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수업은 교사 중심의 반복된 문제 풀이를 위한
강의식 수업이 주로 이뤄져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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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4
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법으로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
로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하여 과정중심평가, 고교학점제, 그리고 성취평가제
등의 도입· 운영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성적 부풀
리기’,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많은 논란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비용
지출과 여러 우려 속에서도 IB D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4].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논· 서술형의 평가를 오랜
시간동안 운영해 오면서도 구체적인 채점기준 제시와 외부
채점관 제도 등을 통하여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과정인 IB DP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공교육 도입을 추
진하고 있는 IB DP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물리학 교
과에 집중하여 IA와 EA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EA의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 각 Paper가 가진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그리고 IB DP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B DP의 평가 방식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물리학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다.
IB DP의 평가 방법과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평가 방식의 도입, 과목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의 도입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그리고 평가 문항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서 우
리나라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가진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에, 교육을 통해 가진 약점들을 극복
해왔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나 객관식 평가가 가지고 있
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논· 서술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따른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일부 교육청의 IB DP의 도입은 매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IB DP의 도입에 따른 우려
또한 상당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IB DP의
평가가 가진 시사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계의 점진적이면서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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