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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takes 2011 middle school physics curriculum standards in China and the
physics field of the 2015 science curriculum standards in South Korea as the research objects, and
compares the objectives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and the composition of middle school physics
curriculum contents i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goals, both countries aim to improve scientific literacy, aiming to cultivate
students’ inquiry ability and innovative consciousness on practical issues in nature and life; The
curriculum standards in China stress learning basic physics, basic skills, and research method,
while the curriculum standards in South Korea stress understanding the core concepts of science.
2. In terms of the content of middle school physics courses, in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breadth and the depth of the content standards, we found that the middle school physics courses in
China are more extensive than those of South Korea, but not as deep than those of South Korea.
This result reflects the fact that science education in South Korea does not focus on the quantity
of knowledge, but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core competence by learning an appropriate
number of science core concep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references for the revision of
middle school physics curriculum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in the future, as sell as useful enlightenment for the further improvement of middle school physics education.
Keywords: Middle school, Physics curriculum, Course goals, Bread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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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2011년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표준과 한국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리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과학 (물리) 교육의 목표와 과학교육의 물리 영역 내용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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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물리)교육의 목표에서 양국 모두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과학 (물리) 교육의 목표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국은 물리 기초지식, 기본 기능과 연구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은 과학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둘째, 중학교 물리
영역 내용 구성의 범위 (breadth) 와 수준 (depth) 을 정량적 비교하였을 때, 중국 중학교 물리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의 범위가 한국보다 더 넓은 반면,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의 과학교육이
지식의 양보다는 적절한 과학 핵심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과학 핵심 역량의 함양을 육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물리교육의 개선점과 시사점을 모색하여 향후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의 실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Keywords: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과정 목표, 범위, 수준

I. 서 론
세계 각국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국가의 번영과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학
교의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혁신적인
과학교육 과정의 개발이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
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계획인 교육과
정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해왔기 때문이다 [1,2]. 혁신적
과학 교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과학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기초교육 과정 개
혁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한 ≪의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 (시용)≫ [3]은 이전의 과정 표준과 본질적 차이가 있
다. 우선 이전의 교수 요강으로부터 과정 표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학생 중심의 이념을 체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물리 교육과정 목표를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감· 태도· 가치관’등 세 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
으며 성취기준을 학생을 주체로 한 행위 동사를 이용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이전의 교수 요강에서 교사 위주의 이념,
과학 지식과 기능에 치중하여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2011년, 새로운 시기의 사회와 학생 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11년 개정 물리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의 중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물리 교육과정은 바로 2011년에 발표된 ≪의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 (2011년판)≫ [4]이다. 2011년 개정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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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2001년 ≪의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 (시용)≫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는데, 주로 성취기준의 평가성과 운영
성을 돌출이 하고 성취 기준에 과학 탐구 영역을 보충하였
으며 학습 내용의 난이도를 진일보 낮추었다. 2011년 개정
물리 교육과정은 2001년 물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되
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안하여 서술을 더 과학적으로
하고, 현장 교육을 더 유력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역시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와 세계 각국의 과학 교육
과정 개정의 혁신을 반영하여 일정 시기마다 과학 교육과정
을 개정하여 왔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고루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5].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서 과학 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지식의 양보다는
핵심 지식을 배워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6]. 이를
위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이해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와 과
학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창의 및 융합이 가능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였다 [7]. 또한,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과학 내용과 기능을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과학교육 목표로서의 과학적 탐구 능력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수업이 용이하도록 시도하였다 [8]. 이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현장에서 강조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적 탐구 능력 및 소양 함양을 진일보 강조하기 위
한 것이다 [9,10]. 이로부터 중국과 한국 모두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학생을 위주로 하는 탐구능력 양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과 평가에 대한 연구 [11],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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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learning achievement level in China.
Field
Cognitive
Goal
Skill Goal
Experiential
Goal

Level
Level 1/Remember
Level 2/Recognize
Level 3/Comprehend
Level 1/Imitate
Level 2/Operate
Level 3/Transfer
Level 1/Experience
Level 2/Identify
Level 3/
Internalize

물리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평가에 관한 연구 [12],

Action Verbs
describe, state, give example, sketch
compare, distinguish, differentiate
interpret, explain, identify, predict, analyze, calculate
reproduce, simulate, copy
measure, build, examine, solve
design, apply, vary, produce
attempt, explore, observe, undergo
have Interests, have consciousness, approve, appreciate
cultivate, form, persist, pursue

2. 분석 준거

중국과 한국의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평가에 관한 연구 [13], 중국과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목표, 내용, 평가에 대한 연구 [14], 한국, 중국, 일본
의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과 학습 평가에 대한 연구
[15], 한국과 중국의 초등과학 교육과정의 구성체계와 내용
체계의 영역별 구성 비율을 비교한 연구 [16], 한국과 중국
초등학교 자연과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교육 목표, 학습
내용에 관한 연구 [17]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2015년 이전의 연구로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한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연구는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과학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교육이 유사점이 많고, 한국의 2015
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과학의 핵심 개념과 같은 새로
운 과학교육의 추세를 다루고 있으므로 중한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표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물리 영역 내용 구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개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중국의 의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2011년판)[3]과 한국의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5]을 사용하여 교육과정 목표
와 내용 구성을 비교 분석한다. 물리 영역 내용은 중국 의
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 (2011년판) 의 학습 성취기준, 한국
과학과의 ‘공통과학’중 중학교 1 – 3학년 물리 영역 내용의
성취기준에서 다루는 내용을 선택하였다.

물리 교육과정 목표 분석에서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태도와 흥미를 포함한
정의적 영역 및 STS 교육과 관련된 목표들을 포괄하고 있는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체계 [18]를 분류 틀로 활용
하였다. 이 분류 틀은 과학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목표
(행동 목표)와 교과 내용을 이원분류표로 제시하였다. 교육
목표를 ‘A.0 지식과 이해’, ‘B.0 과학적 탐구 과정 I: 관찰과
측정’, ‘C.0 과학적 탐구 과정 II: 문제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D.0 과학적 탐구 과정 III: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E.0 과학적 탐구 과정 IV: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및
수정’, ‘F.0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G.0 조작적 기능’,
‘H.0 태도와 흥미’, ‘I.0 오리엔테이션 (지향, 경향성)’ 등 9
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교과 내용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
과학 및 과학일반의 내용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로축의 교육 목표를 이용하였다.
물리 내용 구성의 분석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을 범위(breadth)와 수준(depth)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범위는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 내용
요소의 개수이고, 수준은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내용
요소의 난이 정도라 할 수 있다.
수준에 대한 분석은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묘사할 때
사용한 서술어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의무교육 물리 과정 표준 (2011년판)의 성취기준의 수준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전의 성취기준 문장
서술어의 ‘알다, 이해하다’등 심리 동사가 성취기준을 구체
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중국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표준에서는 Table 1과 같이 성취기
준을 행위 동사로 서술하여 교사가 학생의 학습결과를 관찰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행위 동사는 인지형 목표,
기능형 목표와 체험형 목표로 나뉘며 각 영역은 또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행위 동사는 양국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에 제시된 <탐구 활동>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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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표준에 제시된 행위 동사의
수준에 값을 부여한다. 각 유형의 가장 낮은 수준 Level 1
은 1점, 그 다음 수준 Level 2는 2점, 제일 높은 수준 Level
3은 3점으로 설정했다.

3. 분석방법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정 목표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교육과정에 기술된 과정 목표를 완전히 파악
한 다음, Klopfer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를 이용하여 행동
목표를 분석하였다. 목표가 한 문장으로 진술되었지만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장에 진술된 목표
수대로 분석하였다.
물리 내용 구성 분석은 범위 (breadth) 와 수준 (depth)
[19]으로 정량적 비교를 진행한다. 성취기준과 탐구 활동에
포함된 내용 요소를 앞에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코딩하며
내용 요소를 제일 작은 단위로 택하여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힘’ 영역의 성취기준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를 코딩할
때,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다.’를 인지형 목표의 ‘요
해’ 수준으로 코딩하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를
인지형 목표의 ‘인식’ 수준으로 코딩한다. 코딩을 마친 후
내용의 범위는 코딩한 내용 요소의 개수로 정의하고 수준은
Eq. (1) 과 같이 정의한다.
∑N
νi
D = i=1
(1)
N
여기서 νi 는 i 번째 내용 요소의 수준 값이고, N 은 전체
내용 요소의 개수이다. D 값이 클수록 수준이 높은데 이는
학습 난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정 목표와 내용 요소의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물
리교육과 교수 2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우선 예비 분석
을 통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분석의 일치도를 높인 후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과정 목표 분석
결과에 대한 Cohen’s Kappa 계수는 각각 .868(p < .001)
와 .897(p < .001), 성취기준 분석 결과에 대한 Cohen’s
Kappa 계수는 각각 0.820(p < .001) 과 0.876(p < .001) 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III. 연구결과
1. 과학 (물리영역)과 교육과정 목표의 비교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는 과학 학습 후 도달해야 할 행동
으로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표는 총괄 목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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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영역의 하위 목표로 구성되었고,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는 총괄 목표와 4개항의 하위 목표로 구성
되어 있다. 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은 과학 탐구를 통
해 과학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과학·기술·사회·
환경의 융합적인 이념을 양성하는 등 면에서 모두 과학교
육의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교육과정의 목표를
Klopfer의 교육 목표 분류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에서 보다시피 양국의 중학교 과학(물리영역) 교
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모두 지식과 이해 (범주A.0), 과학적
탐구 (범주 B.0 E.0),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범주 F.0),
태도와 흥미 (범주 H.0) 및 지향 (범주 I.0) 과 연관된 것으
로서 모두 조작적 기능 (범주 G.0) 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위 목표 진술을 살펴보면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에는 전 범주에 걸쳐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에는 ‘조작적 기능 (G.0)’이 빠져 있는데 Klopfer
의 교육 목표 분류 기준으로 볼 때 기능 범주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다. 양국의 중학교 과학(물리영역) 교육과정
의 목표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초· 중·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은 따로 설
계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 목표가 나누어져
제시되고 하나의 총괄 목표아래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감· 태도· 가치관 등 세 영역으로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학 교육과정이 같
이 설계되어 하나의 과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포괄적인 도달 목표아래 다섯 가지 측면의 항목별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는 세
영역으로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만 기초교육 단계의
물리교육 목표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
에서 같은 목표를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특점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진술된 목표의 순서가 중요성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고 볼 때,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
표에서는 기초 지식과 기본 기능 습득을 최우선의 주안점으
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및 탐구를 최우선의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보인데 대한 우려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셋째,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과학 개
념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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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lopfer’s educational objectives for China and Korea.

Overall goal

Sub goal

China
A.0/F.0
B.0∼E.0/H.5/H.3
H.0
I.0
A.0/G.0
B.1/B.2/C.1/C.4/D.1/D.2/D.3/D.6/E.3/E.5
H.1/H.2/H.4/H.5/H.3/F.3/H.5/H.4/H.3/H.2/H.3/I.4/I.5

Korea
H.0
A.0
B.0∼E.0
F.0/I.0
H.5/H.3
B.0∼E.0
A.3
I.4/I.5
H.4/H.1

A.0-Knowledge and Comprehension; B.0-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I: Observing and measuring C.0-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II: Seeing a problem and seeking ways to solve it D.0-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III: Interpreting data and
formulating generalizations E.0-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IV: Building, testing and revising F.0-Appl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Methods G.0-Manual Skills H.0-Atitudes and Interests I.0-Orientation

서는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과학교육 과정이 과학 핵심 개념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차이가 중국의 중학교 물리 학습 내용이 한국보다 많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올바른 세
계관과 중화민족을 진흥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추구하고,
한국의 공통과학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추구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양국 체제의 차이에
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양국이 모두 물리 교육과정에서
정의적 영역 목표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중한 양국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의 교육 목
표는 공통점도 있지만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차이점도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차이가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양국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Fig. 1. Number of elements in the each content field of
China and Korea.
분석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열과 에너지’ 영역에 포함시켜
운동 영역에서는 제외하였고 ‘물질’영역에는 ‘물질의 물리

2.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내용
비교

적 성질’,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 변화’등 핵심 개념을
포함한다.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물리영역)과 교육과
정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를 위의 다섯 개 영역으로 분류한

1) 성취기준의 범위 비교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물질’, ‘운
동과 상호작용’, ‘에너지’ 등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
으며, 이 세 개 영역은 또 14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의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표에 제시된
영역 중에서 물리에 해당되는 영역은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과학 (물리영역)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물질’,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등
다섯 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힘과 운동’ 영역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중국의 전체 내용 요소는 192개이
고, 한국의 전체 내용요소는 111개이며 중국의 내용 요소의
개수는 다섯 개 영역에서 모두 한국보다 많다. 특히 ‘열과
에너지’영역에서 중국의 내용 요소는 한국보다 현저히 많
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에서는 인지, 기능, 체험 등 세
개 영역의 내용 요소의 개수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의 인지형 목표와 기능형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 개수가 한국보다 현저히 많고 한국의 체험형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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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elements in the each content field level
of China and Korea.

Fig. 2. (a) Number and (b) proportion of content elements in three fields of China and Korea.
2) 성취기준의 수준 비교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를 각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Fig. 3와 같
다. 그림에서 중국의 성취기준에는 ‘기억하다’, ‘경험하다’
등 낮은 수준의 내용 요소가 많고, 한국의 성취기준에는 ‘이
해하다’와 같은 높은 수준의 내용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취기준을 Level 1, Level 2, Level 3 세 개 수준으로
분류했을 때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중국의 성취기준에는
Level 1과 Level 2 내용 요소가 한국보다 많지만 Level 3
내용 요소는 한국보다 적다.
Table 3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를 인지형 목표, 기능
형 목표와 체험형 목표의 세 개 수준으로 분류하여 Eq.
(1) 로 성취기준의 수준을 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DChina = 1.370, DKorea = 1.982 이다.

Fig. 4. Number of elements in the each content level of
China and Korea.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의 내
용 요소의 정량적 비교를 통해 중국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
의 범위는 한국보다 넓으나 체험형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의 비율은 한국보다 낮으며 한국의 성취 기준의 수준이
중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
의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우선으로 강조하고 지식의 양보다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과
정 목표 지향의 차이가 내용 요소의 범위와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에서 다루는 핵
심 개념은 큰 차이가 없다. 양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3) 비교 결과 분석

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범위 차이의 다른 원인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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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hysical area content of middle school in China and Korea.
Country
China
Korea

Cognitive goal
Level1/ Level 2/ Level3
106/14/17
26/5/44

Skill goal
Level1/ Level 2/ Level3
0/15/0
0/4/0

과학교육은 초등학교의 과학과 중학교의 물리(과학과 물리
교육과정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리 교육과정을 실
행하고 있음) 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습 내용이 나선형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배우게 되는 물리 교육과정에서 한국과 동일한 개념을 다룬
다고 해도 기초부터 상위 수준까지 개념을 넓게 제시하여
체계적 개념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학교 2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배워야 하므로 성취 수준은
낮게 제시하게 된다.
한국의 공통 교육과정의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학교 3학년까지 같이 설계되어 있어 나선형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학습 내용의 적정화라는 개정의 목표 하에 개
념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개념을 심도 있게
배우는 과정에 학습 능력을 키움으로써 스스로 필요한 정
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목표에서 ‘조작적 기능’이 제시되지
않았고 내용 체계에 ‘기능’이 도입되었지만 영역에 대응
되는 구체적인 요구가 없이 전 영역에서 8가지 기능으로
표현되었으며 교육과정 목표에서 기능형 목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의 목
표는 모두 과학적 탐구를 통한 학생 위주의 이념을 추구하
고 과학에 대한 흥미,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STSE 융합적
이념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 능력과 과학적 소
양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모두 급변하
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전의 기초지식
과 기본기능만 강조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감· 태도· 가치관 등 세 영역으로 나누
어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지식, 과학적 탐구, 과학 지식과
방법의 적용, 태도와 흥미, 지향 등 전 범주에 걸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조작적 기능(G0)’을 제외한 범주에 걸쳐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내용 체계’에는 ‘기능’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모든

Experiential goal
Level1/ Level 2/ Level3
32/8/0
20/12/0

Depth
1.370
1.982

영역에서 획일적으로 8가지 기능으로 제시하여 영역, 핵심
개념과 학년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중국
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은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 목표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 목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년별 성취기준에서 해설을 통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과학 (물리영역) 과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의 내용 요소의 범위와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내용 요소의 개수는 한국보다 많지만 경험 영역의 내용 요
소의 비율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으며 내용 요소의 수준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다. 즉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적은 양의
개념을 심도 있게 배우고 학생들의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능 영역 내용 요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
학교 과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학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이 적합해야만이 초·
중·고등학교의 과학과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양국의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분석을 통해 중국은 지식
과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전제하에 기능과 방법, 정감
과 태도를 주목하고 있어 학습 내용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흥미와 탐구를 통해 과학의 핵심 개념을 심도 있게 배워서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NGSS가 설정한 과학 교육과정의 3차원 중의 하나인
핵심 개념을 교육과정 목표에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과학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핵심 개념을 위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전체적으로 설계하였고 학문의
개별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러 학문 속에 들어 있는 주제와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 습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과학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가 따로 설계되
어 있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과학이 아닌
물리 교육과정을 중학교 2학년부터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연관성, 융합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의 연관성 등
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학생들은 물리학을 깊이 있게 배울
필요도 있지만 통합된 과학을 배울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물리학의 시각으로 사물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세상의 복
잡한 현상들을 균형 잡힌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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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1년판 중학교 물리교육과정 표준은 시행한지

[5]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2017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물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

리과정 표준≫을 발표했는데, 과정 목표를 원래의 3차원

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2015).

목표에서 핵심 소양으로 수정하였다. 중국의 중학교 물리
교육과정 표준도 곧 개정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본 연
구의 결과는 물리교육과정 개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6] NGSS Lead State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2013).
[7] J. H. Jeong and N. H. Kang, New Physics: Sae
Mulli 66, 7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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