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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서
연계성에 관한 연구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와 중학교 과학교과서에서 운동과
에너지 단원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의 단원별 비교, 학년별 연계성과 내
용별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교
과서의 단원별 연계성과, 내용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7차 교육과정에 비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원의
수가 22개에서 15개로 감소되었으며,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학년을 조정하거
나 학습 내용 수준을 조정하여 학년별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개념을 유기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
된 단원은 통합하도록 하였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학습 내용이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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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협동심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다. 미래 사회
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이며 튼튼한 과학 기술의 기반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과학이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
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과학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하여
최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부터 과학 교실 혁신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 교육 장려책을 마
련하고 있다 [1]. 그러므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교 과학교육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과학교육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연계성이 결여된다면 교육 조직의 단

절과 교수활동에 어려움, 학습내용의 중복과 격차로 시간 낭비를 야기 시킬 것이
다 [10].
지금까지 과학 교과서의 학교 급별 연계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윤선영[4]
은 초 ․ 중 ․ 고 과학교과에서 ‘힘과 운동’ 단원의 횡적인 연계성과 종적인 연계
성을 분석하였고, 김현주[7]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의 물리 영역에 관한 교과목표, 내용 측면에서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이미경[9]
은 중․고등학교 물리영역 역학단원의 학년별 단원분석,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후, 수업지도안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였다. 민경란[17]은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분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계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7차 교육
과정이 중심이었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간의 연계성 비교 연구가 대다수였다.
본 연구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따라 새롭게 편찬된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와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물리분야의 학습내용과 단원을 중심으로 학
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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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분석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도와 운영에 기여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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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학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7번의 개정을 실시하여, 현재 7차 교육과정이 2001
학년도부터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0학년도부터는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
과정을 개정하여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
동안의 과학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표1과 같다 [1].

표1. 과학과 교육과정 변천과정.

구분

기간

특징

교수 요목기

1946~1954

교수요목, 교과중심

제 1차 교육과정기

1954~1963

생활중심, 교과과정 도입, 진보적

제 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생활중심, 진보적

제 3차 교육과정기

1973~1981

학문중심, 탐구의 강조

제 4차 교육과정기

1981~1987

인간중심, 지식과 탐구

제 5차 교육과정기

1987~1992

인간중심

제 6차 교육과정기

1992~1997

절충적, STS 도입, 공통과학

제 7차 교육과정기

1997~현재

수준별 교육과정, 10개 주요과목

1)교수 요목기 ～ 제 7차 교육과정기

교수 요목기에는 일제의 잔재를 말끔하게 없애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은 말 하
지 않은 채 “한글전용”, 또는 “일제 시대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과 같은

것만

지시하였고,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임시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시 대였다.
그리하여 미군군정 편수당국에서는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제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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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의 교
육 심의회를 발족시켜 교육의 방침을 마련하였다.
1차 교육과정은 미국의 진보주의에 의한 생활 경험을 중시한 교육과정이었으
며, 체제면 에서도 목표와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여 교육 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
추게 되었다 . 목표가 대단히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과학적 지식, 과학적 태도와
습관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과학과 내용은 학생의 실생활 경험을 중
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학년마다 6개 단원으로 구성하고, 제목만 크게 의문문
의 형태로 되어있다.
Dewey의 영향을 받은 제 2차 교육과정은 ‘61년에 일어난 5.16의 영향으로
빈곤타파, 민족중흥의 국가적인 요구가 팽배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개
정 취지는 내용면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고, 조직면에서는 합리
성을,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육내용도 실제적인 경험이나 문제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제 2차 교육과정은 제 1차 교육과정 때의 것을 간추리고 보완하여 배열을
다소 달리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교육
시킬 내용이 많아지므로 기본 개념, 지식의 구조,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민족
문화를 창조하며,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고화시키려고
하였으며,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
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과학과 목표에 있어서도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나
타내었다.
내용을 살펴보며 3차 교육과정은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문중심교육
과정의 입장에서 편성하였다. 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지식보다는 학문으로서의 교
과의 구조와 과학적 기본개념을 탐구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
다.
제 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중심, 진보주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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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인 교육과정 정신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성
격까지 반영되었다. 즉,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적합성을 고루 갖추려고 한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 학습 내용의 과다, 기초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의 경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기본방향을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강화, 기
초교육의 강화, 진로지도의 충실화에 두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두고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 탐구 능력
의 신장 및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강조하였다. 제 4차 중학교 과학
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의연속이며, 다만 개념과 내용 수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재배열하고, 일부 내용은 축소 조정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교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원칙,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
혁안, 제 4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국의 최근 과학교육의 동향
및 외국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협의회를 거쳐 새로운 과학과 교육과정
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은 구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
지한 채 개선해야할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므로 구 교육과정과 큰 차이점은
없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문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용 수준과 배열의
조절 및 실생활 문제를 약간 가미하는 데 그쳤다.
제 6차 교육과정은 개정을 통하여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을 하며, 운영 면에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
양화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 기본 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는 지식과 탐구과정을 중시한 과학본성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학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하며 셋째는 , 학습자
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간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며, 넷째는 과학교육의 보편
성과 특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섯째는 과학학습 방법과 평가를 개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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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전체적으로 지식에 관련된 영역과 탐구에 관련
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탐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실생활 관련문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을 강
조하였다. 또한 교과내용을 교체 ․ 삭제 ․ 축소하여 학습 분량을 적정화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하나의
단위로 묶었다는 데 커다란 변화가 있다. 저학년에서는 주로 현상중심의 내용으
로 하되 한 개 단원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단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고, 고학년
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개념 중심의 내용으로 하면서 단원의 크기를 크게 하고
단원의 수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학습
을 강조하지만 탐구 학습의 제시 방법을 다르게 하였다. 단원별로 특정 탐구요소
를 명시하지 않고 그 활동에 적절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과학’은 3학년부터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으로써 종래의 초․중․고의 학교급별 구분을 없애고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연계성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초․중․고의
구분을 없애는 대신에 표2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2.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3단계.
3~6학년

6~7학년

8~10학년

단원의 성격

현상 중심

현상 및 개념중시

개념중시

단원의 크기

6차시/단원

8차시/단원

17차시/단원

16

12

8(6)

3시간

3시간

4시간(3시간)

단원의 수
주당 수업 시수

*( )는 10학년에 해당함

저학년은 단원명으로 현상 중심 및 활동중심으로 하고 단원 수를 많게 하였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 올라갈수록 단원명을 개념중심으로 하고 단원의수를 줄임으
로써 개념의 체계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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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
2007～ )

(1)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미래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이며 튼튼한 과학
기술의 기반이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모험심이 있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사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끈기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사
람, 암묵지를 활성지로 전환 가능한 사람을 기를 수 있도록 과학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1].
이렇게 과학 교육의 방향을 전환함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는 창의성
신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의 제거, 학문 중심 교육과정 보완 기능이
있는 STS 교육과정의 활용,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 모색, 학습량
과 경험 심도의 조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학습 배당 시간의 확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제도 도입, 바람직한 정의적 특성 계발, 교
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제고 등이 있다.

(2)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내용
여기서는 과학과 교육과정 편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의각 항
목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편제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편제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과 수업 시수가 대폭 감축된 것을 들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과학의 시수를 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적용 기간인 10학년까지 과학은 총 6시
간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수 감소는 실험 실습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학의
특성상 학습량 대비 시간 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고등학교 과학과 편제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10학년 과학의
정책성 문제이다. 10학년 과학은 중학교 과학 또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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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복이 심하고 차별성이 없어 교육적 낭비를 초래하고, 10학년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및 지구과학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두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래사회에서 과학의 중요성, 이공계 기피 현상, 실험 중심 과학 교육의 필요
성 등 여러 가지 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대폭 축소된 과학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학
교육계의 염원이며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이었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로 전반적이 수업 시간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이러한 과학 교육계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소한 국민 공
통 기본 교육과정의 7학년과 10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과학 시수 증대를 요청
하였으나, 10학년 과학만 기존 6단위에서 8단위로 증대되었다. 아울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과목이던 ‘생활과 과학’을 폐지하고, 각 과목Ⅰ(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계열 구분 없이 모
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개설하였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편제
는 표3과 같다.

표3.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편제.
학교급
학년
시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4

5

6

7

8

9

10

3

3

3

3

3

4

4

8

11
12
물리Ⅰ(6) 물리Ⅱ(6)
화학Ⅰ(6) 화학Ⅱ(6)
생명과학Ⅰ(6) 생명과학Ⅱ(6)
지구과학Ⅰ(6) 지구과학Ⅱ(6)

나) 성격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과학’과 교육의 목적, 주요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교육에서 강조되
는 ‘과학적 소양 함양’, ‘창의성’ 교육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1].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 ․ 보충형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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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과정 중심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지도는 ‘방법’ 측면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자유
탐구’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 지도 방향을 간단히 포함시켜 진술하였다.
다) 목표
현재 과학과 목표는 3~10학년 ‘과학’ 교과 목표로 일반 목표 형태의 목표가
먼저 제시되고, 그 하위에 지식, 탐구, 태도, 과학-기술-사회(STS)에 관한 목표
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1].
학교급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급별로 포괄하는 기간이 초․중․고등학교
각각 4, 3, 1년으로 다르고, 또한 교사들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급별로
과학과 목표를 차별화하여 진술하는 것이 어려우며, 설사 진술한다고 하여도 “기
본 개념을 이해한다.”, “기본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와 같은 형태로 진술되
기 때문에 과학과에서는 학교급별 목표는 진술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교육과
정 구체화의 측면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진술문의 내용에서 ‘자연관
을 가진다.’는 표현을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로 변경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과
학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목표와 하위 목표에 ‘창의
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진술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 Ⅰ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임을, 각 과목 Ⅱ는 과학 기술 전문 분양의 전공 준비 과목임을
명시하고, 각 과목 Ⅰ에서는 각 학문 영역의 핵심 개념을 관련주제 속에서 다루
도록 하였다.
라) 내용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 과학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학과 기술의
영향력이 가장 큰 미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
키는 것이다. 과학 소양의 중요한 과학적 사실, 개념 및 이론,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의 본성 이해, 수학과 기술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
는 과학의 영향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2].
개정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내용 진술(content standard)은 모든 학
생이 과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알고, 이해하고, 행해야 할 것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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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역별 내용은 다양한 수업자료나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
직되고 제시될 수 있다. 과학과 영역별 내용 진술의 경우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을 성취기준(performance standards) 형태로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이 그들의
이해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술하되, 교사의 교수 방법을 제
한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새로운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은 성취 기준 형태로 진술된 지식 측면
(knowledge dimension)과 구체적인 과제 형태로 제시된 탐구 활동(inquiry
dimension)으로 구분되다. 탐구 활동의 경우 관련 과학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탐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단원 세분화로 내용의 통합적 지도가 어렵고
중복이 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리고 구체적 활동이 포함된 형태
로 내용이 진술되어 지나치게 활동이 많고, 시수는 감소하여 수업 부담이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밖의 지적 사항으로는 지나친 영역 안배, 학년
에 비하여 높은 내용 수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 등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① 발달 단계에 적합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② 7~10학년, 각 과목 Ⅰ, 각 과목 Ⅱ의 연계성 확보 및 중복해소
③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단원의 통폐합
④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1/N 배열 행태 지양
⑤ 필수 탐구 활동만 제시
⑥ 실생활 관련 주제를 활용한 학생 흥미 유발
⑦ 자유 탐구 신설

2.연계성의 정의

연계성이란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의 상호 관련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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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 관련성은 수평적 관련성 또는 수평적 연계성과 수직적 관련성 또는 수
직적 연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계성에 관한 책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
이 연계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23].
수평적 연계성이란, 범위(scope)와 통합성(integration)의 개념, 즉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과 간의 관련성과 연합을 의미한다 [23].
① 범위(scope)
범위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진보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마련된 교
육경험의 폭, 다양성, 형태를 의미한다(saylor)
② 통합성(integration)
통합성은 교육과정 계획 내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것.
즉 교육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물리과목은 특성상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운동에서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선수 학습으로 수학시간에 그래프 읽
는법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것
이다.
수직적 연계성이란, 계열성(sequence)과 계속성(continuity)의 개념, 즉 학년이
올라 갈수록 교과내용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23].
① 계열성(sequence)
계열성이란, 인지발달단계에 기포를 두고 교육내용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세해지고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계속성continuity)
계속성이란 학습자가 지식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
용의 학습경험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성은 Bruner의 ‘나선형교
육과정’에서 가장 명료히 설명된다.
선행학습은 계속되는 학습의 기초이고, 학습은 계속되는 것이고 교과는 학년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김정권외 1999)
교육학에서 연계성이란 학년 사이나 학교 급별의 교육내용이 계속성과 계열성
에맞게 적절히 관련되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학년간의 학습내용이 기본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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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중복되거나 격차가 생기지 않고 심화 발전하면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지는 것이다.

3.연계성에 관한 이론

연계성에 관한 이론학자로는 Tyler, Taba, Bruner와 Gagne가 있다. 그들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23].

1)Tyl
e
r
의 세 가지 학습경험조직방법

Tyler는 Piaget의 세 가지 인지과정과 Deway의 세 가지 교육경험을 기초로
세 가 지 학습경험조직방법으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이야기 하였다 [23].
① 계속성
교육과정은 수직적 반복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능과 개념이 되풀이되어야 하며, 기능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계열성
교육과정은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전 경험
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의 경험이 제시되고 경험이 점점 심화․확대되도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③ 통합성
교육과정 경험의 수평적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경험의 조직은 이미 가르
친 다른 요소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는 따로따로 떨어
진 것으로, 즉 다른 교과와 분리된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Taba의 생산적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방략

Taba는 Piaget의 세 가지 인지과정인 동화, 조절, 균형을 이용하여 일반화와
추상적 사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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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험을 조직하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여 현존하는 경험과 조화를 이루는 것(동
화),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개념이나 원리로 나가는 것(조정), 새로운 관계를 분류
하고 이해하는 것(균형)등으로 교육과정의 계열을 이야기하였다 [23].

3)Br
une
r
의 나선형 교육과정

Bruner는 ‘이미 학습된 것은 후속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황을 이
해하는 도구가 된다’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Deway의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Bruner는 Piaget, Deway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
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과와 정신작용은 그것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
로 사용됨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 된다’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Bruner는 Piaget의 인지과정과 비슷한 세 가지 관련된 과정으로 학습활동을 구
성하였다 [23].
① 획득
획득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동화에 해당된다. 새로운 정보는 학습
자의 자료 저장고에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이전에 획득한 정보
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전의 정보를 정련하거나 더 나은 정보로 변화되기도 한
다.
② 변형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여 그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보간법, 보외법, 번역등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처리 방법
이다. 이것은 Piaget의 조절에 해당된다.
③ 평가
정보가 특정한 과업이나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Piaget의 평형에 해당된다.

4)Gagne
의학습위계론

Gagne는 한 학습소인은 그 아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소인을 갖게되며
이 각각의 하위소인들은 다시 그 아래 하나이상의 하위소인을 갖게 된다고 하였
다. 즉, 낮은 단계의 학습내용으로 시작하여 점차 높은 단계의 학습내용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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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있는 학습내용을 조직하여야 지식의 누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3].
Gagne의 교수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능력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단계로 축적되어 왔다.
②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단계의 지식이
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③ 주어진 학습과제는 그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학습능력을 요구한
다.
④ 다른 위계의 학습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학습유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 14 -

Ⅲ.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연구자료

2007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 중학교의 과학교육과정에서 ‘운동과 에너지’
내용으로 한정하여 이 단원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과 각론(과학), 2007개정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 3,4,5,6학년 과학교과서와 그에 다른 교사용 지도서, 7,8학년
중학교 과학교과서와 그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 각종 연구 문헌 및 논문을 주요
연구 자료로 하였다.

1)초등학교

과학 3-1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과학 3-2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과학 4-1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과학 4-2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과학 5-1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과학 6-1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11).

2)중학교

중학 과학1 교사용 지도서, 이면우, 천재교육 (2010)
중학 과학2 교사용 지도서, 이면우, 천재교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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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과학교과서의 ‘운동과 에너지’
을 중심으로 관련된 단원의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을 실행하였다.

1)초등학교 과학교과서 와 중학교 과학교과서 ‘
운동과 에너지’영역을 중심으
로 단원별 연계성을 분석한다.

2)초등학교 과학교과서 와 중학교 과학교과서 ‘
운동과 에너지’영역을 중심으
로 주제를 분류하여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3.연구의 제한점

1)판정자에 따라 학습 내용의 분류 및 분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수직적인 연계성만을 중점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타 교과와의 수평적 연
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3)학습 내용 분석에 있어서 전체가 아닌 '
운동과 에너지'영역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과학교과의 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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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및 고찰

1.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에서 '운동과 에너지'에 관련된 단원별 연계성

단원별 연계성을 분석하기 전에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단원 수준에서 단원수의 양적인 변화와 단
원의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각 영역별 내
용을 1/4씩 분배하고 있어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고,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주제수를 너무 세분화시켜 피상적으로 다룸으로
써 학습과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17].

표4. 제7차 및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년별․영역별 단원수 비교.
영역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에너지

운동과에너지

3

4

2

4

4

2

5

4

2

6

3

3

7

3

2

8

2

2

9

2

2

합계

23(15)

17(9)

학년

( 단, ( )안의 숫자는 초등학교에서의 단원수의 합을 의미 )

표4에 따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3~6학년은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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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7~9학년은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3~6학년
이 15단원, 7~9학년이 7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안하면, 단원수의 감소
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원의 세분화와 그 수의 증가로 인해 관련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7].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서의 '운동과 에너지'의 관
련 단원명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서의 ‘운동과 에너지’의 관련 단원명.
영역

운동과 에너지 관련 단원명

학년
3학년
4학년
초등
학교

5학년

6학년

7학년
중학
교

8학년
9학년

․

자석의 성질

․
․

빛의 직진
무게

․
․

열전달
물체의 속력

․
․

전기회로
빛

․

에너지

․
․

자기장
힘과 운동

․
․

정전기
열에너지

․
․

빛과 파동
일과 에너지

․

전기

표5의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에서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단원
명을 가지고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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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등학교

(1) 3학년
가) 자석의 성질
표6과 같이 자석의 성질 관련 단원의 사전학습과, 본학습, 후속학습을 살펴보
면 3학년에서는 자석의 기본적인 성질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나선형 교육과
정의 원리에 의해 이 단원은 6학년 '자기장'과 연계되는 것으로 6학년 '자기장'에
서는 '자기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짐을 다루고
있다.

표6. 3학년 ‘자석의 성질’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3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중단원 1: 자석과 물체

◇ 6학년 2학기

-우리 생활과 물질

-중단원 2: 자석과 자석

-자기장

-중단원 3: 자석과 생활

3학년 '자석의 성질' 단원 학습 내용은 자석에 붙는 물체와 붙지 않는 물체가
있음을 알고 자석의 극의 위치를 찾아보게 한다. 또한 두 극을 가까이 한 경우,
극의 종류에 따라 두 자석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와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나침반의 자침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석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
는 성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석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나) 빛의 직진
이 단원의 내용은 표7과 같이 슬기로운 생활 2학년 '낮과 밤'에서 다루는 '그
림자놀이를 통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 이해하기'와 관련이 있다. '낮과 밤'에
서는 낮과 밤, 양달과 응달이 생기는 원리와 같이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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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여부로 설명하는 데 비해, 이 단원에서는 빛이 직진하는 성질과 관련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이 단원의 내용은 6학년 '빛' 단원 내용의
기초가 된다.

표7. 3학년 ‘빛의 직진’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3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중단원 1: 빛 알아보기

- 그림자 놀이

-중단원 2: 그림자 살펴보

(슬기로운 생활)

기

◇ 6학년 1학기
- 빛

-중단원 3: 그림자 만들기

3학년 '빛의 직진' 단원 학습 내용은 물체의 모양과 그림자의 모양을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이 빛이 직진하는 성질과 관계됨을 이해
하게 한다. 또한 일반적인 광원에서 나온 빛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 등에 의해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
짐을 알게 한다. 반면 햇빛과 같이 광원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물체나 스크린
의 위치가 변해도 그림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한다.

(
2)4학년

가)무게
이 단원은 표8과 같이 6학년의 '에너지' 및 9학년의 '일과 에너지', 7학년의 '
힘과 운동'과 관련이 있다. 수평잡기에서 물체의 무게와 거리의 관계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이해한 내용은 6학년의 '에너지'에서 다루게 되는 경사면과 지레를
사용할 때의 이로운 점과 9학년의 '일과 에너지'에서 배우게 되는 일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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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4학년 ‘무게’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4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액체와 기체의
부피

-중단원 1: 용수철로 무게재기
-중단원 2: 수평잡기로 무게재 ◇ 6학년 2학기
기

- 에너지

-중단원 3: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재기

4학년 '수평잡기' 단원의 학습내용은 수평잡기에서 수평을 이루는 조건은 물체
의 무게와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또한
시소나 받침점 위의 널빤지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작은 무게의 물체로 큰 무게
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단, 힘의 단위는 도입하지 않
는다.

나)열전달
이 단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8) 열의 전달'에 대한 단원이다. 표9
를 살펴보면 3학년 1학기 '우리 생활과 물질',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 물질
의 상태와 온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단원에서 전도, 대류, 복사의 개
념을 학습하게 되며, 6학년 2학기 '에너지와 도구' 단원에서 에너지의 개념이 확
장된다.

표9. 4학년 ‘열전달’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3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6학년 2학기

-우리 생활과 물질

-중단원 1: 뜨거운 냄비

- 에너지와 도구

◇ 3학년 1학기

-중단원 2: 따뜻한 우리집

◇ 8학년

-날씨와 우리생활

-중단원 3: 내가 만든 보온병 -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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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열전달' 단원의 학습 내용은 전도를 다룰 때는 온도차가 있는 두 물체
가 접촉할 때 물체를 통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가능한 한 다양한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의 예를 다루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예
를 찾아보도록 하기도 하고, 예를 제시한 후 그 예에서 사용된 열 전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
3)5학년

가) 물체의 속력
이 단원은 표10과 같이 7학년의 '힘과 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7학년의 '힘과
운동'에서는 속력이 변할 때와 변하지 않을 때의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이
단원에서 배운 속력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표10. 5학년 ‘물체의 속력’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없음

본학습

후속학습

◇ 5학년 2학기

◇ 7학년

- 물체의 속력

- 힘과 운동

5학년 '물체의 속력' 단원의 학습내용은 일정 거리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면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에서 도입한 빠르기 개념과 연관시켜 '속력' 개념을 도입하고 속력의
단위(m/s, km/h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에서 그 속력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운동하는 물
체의 속력의 크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속력의 개념이 5학년 2학기에 되어서 처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사전학습
과 관련된 내용 없이 속력의 개념이 나오다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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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 전기회로
이 단원의 내용은 표11와 같이 7학년 '정전기' 및 9학년 '전기'와 연계된다. 7
학년 '정전기'에서는 '전하'의 개념이 도입된다. 9학년 '전기'에서는 전류, 저항 등
의 개념이 도입되며, 이러한 개념과 관련하여 전기 안전 및 올바른 전기 사용 방
법에 대해 다룬다. 전구의 밝기와 관련된 전력 개념은 고등학교 '물리Ⅰ'에서 다
룬다.

표11. 5학년 ‘전기회로’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6학년

없음

◇ 5학년 1학기

- 자기장

- 전기 회로

◇ 9학년
- 전기

5학년 '전기회로' 단원의 학습 내용은 전지와 전구를 전선으로 연결하여 전구
에 불이 켜지는 조건을 찾아보고, '전류'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
는 경우에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도록 하였다.
건전지, 전구, 전선, 스위치 등을 이용한 전기 회로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며, 전기 회로도를 보고 전기 회로를 꾸밀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구 여러 개
를 직렬과 병별로 연결하여 불을 켜 보는 활동을 통하여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
라 전구의 밝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
4)6학년

가) 빛
이 단원은 교육과정 중 6학년 '(2) 빛'에 해당한다. 이 단원은 표12와 같이 3
학년의 '빛의 직진' 단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8학년 '빛과 파동'과 연계된다.
3학년에서는 빛의 직진을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며, 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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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여러 종류의 거울과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한 학습의 기초가 된다.
이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빛의 직진, 반사, 굴절등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
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12. 6학년 ‘빛’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 3학년 2학기
-빛의 직진

본학습

후속학습

◇ 6학년 1학기

◇ 10학년

-빛

- 빛과 파동

6학년 '빛' 단원의 학습 내용은 직진하던 빛이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 반사, 굴
절된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의 예를 주변에서 찾아보고, 물체가 스스
로 내는 빛이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직진, 반사, 굴절 등의 진행 과정을 통해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물체가 보이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나) 에너지
이 단원은 표13와 같이 4학년의 '무게' 및 9학년의 '일과 에너지'와 관련이 있
다. 4학년의 '무게'에서는 시소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통하여, 도구를 이용하면
작은 무게의 물체로 큰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정성적으로 이해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도르래, 경사면, 지레 등
다양한 도구들로 확대하고 있다. 9학년의 '일과 에너지'에서는 일의 원리라는 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4학년 '무게'와 이 단원에서 배운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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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6학년 ‘에너지’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 4학년 1학기
- 무게

본학습

후속학습

◇ 6학년 2학기

◇ 9년

- 에너지

- 일과 에너지

4학년 '에너지' 단원의 학습 내용은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된 다양한 예를 통하
여 일을 하는 원천으로서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변에 존재하는 이들
에너지의 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 전환
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를 찾고, 이
때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자기장
이 단원은 운동과 에너지 영역중 자기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자기장은
근본적으로 전하를 띤 물체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되지만,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성을 띤 물체에서 발생되는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기장으로 구
분하고 있다. 자성을 띤 물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표 14와 같이 3학년의 '자
석의 성질' 단원에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6학년의 '자기장'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3학년 자석의 성질에서는 자석 주변에서 철 가루나
자석이 배열하는 모습 등 현상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6학년의 이 단원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고,
자기장이 생기는 조건과 더 센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이 단원
은 5학년의 '전기 회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10학년의 '전자기
' 단원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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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6학년 ‘자기장’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3학년 1학기
-자석의 성질

◇ 6학년 1학기

◇ 10학년

◇ 5학년 1학기

-자기장

- 전자기

-전기회로

6학년 '자기장' 단원의 학습 내용은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고 탐구
활동을 통해 자기장의 형태를 확인한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사실과 자기장의 형태를 알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
5)7학년

가) 힘과 운동
이 단원의 내용은 표15와 같이 5학년의 '물체의 속력'에서 배운 속력 개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며, 10학년의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 배우는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운동 법칙 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표15. 7학년 ‘힘과 운동’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 5학년 2학기
- 물체의 속력

본학습

후속학습

◇ 7학년

◇ 10학년

- 힘과 운동

- 물체의 운동

7학년 '힘과 운동' 단원의 학습 내용은 실생활에서 각각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
나는 현상을 통하여 각각의 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힘의 단
위로 뉴턴(N)을 도입하며,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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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력의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일직선상에서 같은 방양으로 작
용하는 힘의 합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 그리고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 등)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운동을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방향이 변하
는 운동 등으로 분류하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시
간과 위치의 변화로 나타낸다. 또한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보고 물체가 어떤 운
동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정전기
이 단원은 표16과 같이 5학년의 '전기 회로', 그리고 9학년의 '전기'등과 연관
된다. 이들 단원은 전하의 흐름인 전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이 단원은
정지해 있는 전하에 의한 정전기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16. 7학년 ‘정전기’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5학년 1학기

◇ 7학년

◇ 9학년

- 전기회로

- 정전기

- 전기

7학년 '정전기' 단원의 학습 내용은 주변의 물체를 이용하여 마찰 전기를 발생
시켜 전기의 성질을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전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함을 이해하게 하고, 이때 두 전하의 종류에 따라
서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됨을 알도록 하였다.
정전기 유도에 의해 물체를 대전시켜 보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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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학년

가) 열에너지
이 단원은 표17과 같이 4학년 '열전달' 및 10학년의 '자연계에서의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 4학년의 '열전달'에서 배운 열전달 방법을 기초로 하는 이 단
원의 내용은 10학년에서 배우는 엔트로피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표17. 8학년 ‘열에너지’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4학년 2학기

◇ 8학년

◇ 고등과학

-열전달

- 열에너지

- 에너지와 환경

8학년 '열에너지' 단원의 학습 내용은 열평형,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
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온도 개념을 도입하며, 열전달을 분자의 운동과 관련시켜
설명하도록 하였다.
비열과 열용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열량을 알
아본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팽창함을 확인하고, 이를 분자의 운동과 관련지
어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이해하고, 열팽
창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빛과 파동
이 단원은 표18과 같이 3학년의 '빛의 직진'과 6학년의 '빛' 단원과 연관된다.
빛의 여러 가지 성질과 그에 의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파동 현상의 관찰을 통
해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보고, 소리의 발생 원리와 특성 등에 대해서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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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8학년 ‘빛과 파동’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3학년
-빛의 직진

◇ 8학년

◇ 고등과학

◇ 6학년 1학기

- 빛과 파동

- 정보통신과 신소재

- 빛

8학년 '빛과 파동' 단원의 학습내용은 평면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해서는
빛의 반사 법칙을 적용하여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상의 크기와 상이 생기
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목거울, 볼록거울, 오목렌즈, 볼록렌즈를 도입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빛의 분
산 및 합성 현상을 다루어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을 이해하게 한다.
파동의 발생을 진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파동의 전파 과정은 매질이 이동하
지 않고 진동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종파와 횡파의
차이를 파동의 전파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관계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소리
가 파동의 일종임을 이해하고 소리가 들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소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
7)9학년

가) 일과 에너지
이 단원은 표19와 같이 4학년의 '무게', 6학년의 '에너지', 8학년의 '열에너지'
등과 관련이 있다. 이 단원의 내용은 4학년, 6학년, 8학년에서 습득한 일과 에너
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일의 개념 및 일의 원리를 종합
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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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9학년 ‘일과 에너지’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4학년 1학기
- 무게
◇ 6학년 2학기

◇ 9학년

◇ 10학년

- 에너지

- 일과 에너지

- 자연계에서의 에너지

◇ 8학년
- 열에너지
9학년 '일과 에너지' 단원의 학습 내용은 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이라는 용어와 과학에서 사용하는 '일'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일률 개념을 도입하고, 일률의 단위로 와트(W)를 사용한다.
이때, 힘, 일, 일률 등의 단위를 비교하게 하여 각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
도록 하였다.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 에너지가 변함을 알도록 하고 에너지와
일의 단위로 줄(J)을 도입한다.
지레, 도르래, 경사면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 힘은 적게 들지만 이동거리가 증
가하므로 전체 일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일의 원리를 다룬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 및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실험을 통해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상호 전환됨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도입하도록 한다.

나) 전기
이 단원은 표20과 같이 5학년의 '전기 회로' 및 7학년의 '정전기'와 연관된다.
5학년의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기 회로 꾸미기 및 전구의 연
결 방법과 밝기와의 관계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7학년 '정전기'에서는 전하 개
념을 도입했다. 이 단원에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회로에서 전류, 전
압, 저항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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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9학년 ‘전기’ 관련 연계 단원.
사전학습

본학습

후속학습

◇ 5학년 1학기
- 전기회로

◇ 9학년

◇ 7학년

- 정전기

◇ 물리Ⅰ

- 정전기

9학년 '전기' 단원의 학습 내용은 전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또한 전류가 흐를
때 전하가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자유전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체와 절연체의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며, 전류의 세기
와 전압과의 관계를 통해 옴의 법칙을 알게 한다.
저항이 직렬 연결된 경우와 병렬 연결된 경우에 대해 옴의 법칙을 적용하여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게 한다.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
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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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에서 '운동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별 연계성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의 '운동과 에너지'의 관련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표21. 초, 중학교 과학교과의 ‘운동과 에너지’의 교육과정 내용체계.
학교

학년

대단원

학습내용
- 자석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함

․ 자석의 성질
3

을 안다
- 자침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음을 안
다.
-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을 빛의 직진 현상으로 설명

학년
․ 빛의 직진

할 수 있다.
- 그림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안다.
- 수평잡기에서 거리와 무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

․ 무게
4

-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다.

학년

-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설명할 수 있다.

․ 열전달

초

다.

- 실생활에서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등
학

- 일정 거리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빠르기를

교

비교할 수 있다.

․ 물체의 속력

- 일정 시간에 간 거리로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
- 속력의 의미를 알고,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5
학년

- 전기 회로를 꾸미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기 회로를 보고 전기 회로도로 나타낼 수 있고,

․ 전기회로

전기 회로도를 보고 전기 회로를 꾸밀 수 있다.
- 전구의 연결 방법과 밝기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
학년

- 빛의 직진, 반사, 굴절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그 예

․ 빛

를 찾을 수 있다.
-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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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
를 알고,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임을 안다.

․ 에너지

-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를 일상생활에서 찾아 그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도르래, 경사면과 지레를 사용할 때의 이로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김을 안다.

․ 자기장

-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김을
안다.
-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등 여
러 가지 힘을 설명할 수 있다.
-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다.

․ 힘과 운동

-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방
향이 변하는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시간과 위치
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7

- 힘이 작용할 때와 작용하지 않을 때의 물체의 운

학년

동을 예측할 수 있다.
- 전기의 성질을 안다.
-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함을 안

․ 정전기

다.
-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중

있다.
- 열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학
교

․ 열에너지

- 고체와 액체의 비열과 열용량을 이해한다.
- 여러 가지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알고, 이를 이용한 예를 들 수 있다.
- 빛의 반사 법칙을 이용하여 평면 거울에 의해 상
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

8

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년
․ 빛과 파동

-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
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빛의 분산과 합성을 안다.
- 파동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종파와 횡파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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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소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 일의 정의를 알고 일률을 설명할 수 있다.
-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일과 에너지

-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해한다.
-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에저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됨을 예를 들
어 설명할 수 있다.
- 전류를 이해하고, 전류가 흐를 때 전하가 보존됨을

9

안다.
- 도체와 절연체의 개념을 이해한다.

학년

- 폐회로에서 저항,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저하엥 걸
린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전기

-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옴의 법칙을 적
용할 수 있다.
-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하고, 실
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전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 운동과 에너
지 영역의 학습 내용을 내용별 연계성으로 구분하며 운동, 에너지, 빛, 전자기 관
련으로 표2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22>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과의 ‘운동과 에너지’의 내용별 연계성
영역

운동

에너지

빛

◇ 자석의 성질

◇ 무게(4학년)
◇ 물체의 속력
단원명

(5학년)
◇힘과 운동
(7학년)

전자기

◇ 열전달(4학년)

◇ 빛의 직진

◇ 에너지(6학년)

(3학년)

(3학년)
◇ 전기회로
(5학년)

◇ 열 에너지

◇ 빛 (6학년)

(8학년)

◇ 빛과 파동

◇ 자기장(6학년)

(8학년)

◇ 정전기(7학년)

◇ 일과 에너지

◇ 전기(9학년)

(9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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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내용별 연계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운동

그림1은 ‘운동’ 관련 내용별 연계성으로서 운동에 해당되는 단원은 제7차 교육
과정에서 5개의 단원이 7, 8, 9, 10학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것을 7학년 '힘
과 운동'으로 통합 제시하고 있다.

힘과 운동(7학년)

물체의 속력(5학년)
→

- 속력

- 힘의 종류
- 운동

그림1. ‘운동’ 관련 내용별 연계성.

내용요소를 보면 5학년에서는 속력의 의미를 알고,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속력은 ‘일정 거리를 가는 데 걸린 시간’ 혹은
‘일정 시간에 간 거리’로 비교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한다.
7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하여 알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가지 운동을 이해하고 힘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알게 한다. 여러 가지 힘에 부력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의 6학년에 제시되었던 ‘물속에서의 무게와 압력’ 단원이 삭제되면서 관련
내용이 7학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운동’ 관련 단원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속력’에 관련된 단원은 초
등학교 5학년이 되어야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속력과 관련된 개념은 3학년, 4학
년 시기에 다른 교과와 관련하여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므로 과학교과에서 학
생들에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에너지

열에 해당하는 단원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만 간단히
다루었는데, 8학년에 '열에너지' 단원이 신설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다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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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는 온도 변화나 상태변화 등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임
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물질 영역의 '열에 의한 물체의 온
도와 부피 변화'에서만 다루었다. 이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림2와 같이
학습자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8학년에서 열평형, 비열, 열팽창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에너지(6학년)

열전달(4학년)

무게(4학년)
- 용수철로 무게재

- 위치 에너지

기
→

- 수평잡기로 무게
재기
- 내가 만든 저울

- 뜨거운 냄비

→

- 따뜻한 우리집

- 열 에너지

- 내가 만든 보온병

- 전기 에너지
- 도르래, 경사면

로 무게 재기

일과 에너지(9학년)

열 에너지(8학년)

- 일의 정의

- 온도, 열평형

→

- 운동 에너지

- 비열, 열용량

→

- 고체의 열팽창

- 일률
- 일과 에너지 관계
- 역학적 에너지 보존

- 액체의 열팽창

법칙

그림2. ‘에너지’ 관련 내용별 연계성.

4학년 ‘무게’단원에서 중요 내용은 가장 간단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시소나
받침점 위에 올려놓은 널빤지의 수평을 잡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도구를 사용했
을 때의 이로운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통하여 무게와 힘이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또한, 4학년 ‘열전달’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도, 대류, 복사라는
열 전달 방법을 이해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실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4학년에서는 실생활에서의 예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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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도, 대류, 복사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6학년에서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에너지의 종류를 알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과 그 예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도르래, 경사
면과 지레를 사용할 때의 이로운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8학년에서 중요 내용은 열평형, 고체와 액체의 비열과 열용량을 이해하고, 고
체와 액체의 온도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예를 들어 설명
하는 것이다.
8학년에서의 비열, 열용량, 열팽창 등은 실생활에서의 예를 통해 개념을 이해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열팽창에서는 팽창한 길이나 부피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다.
9학년에서는 일과 일률의 정의,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의 원리, 운동 에너지
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도록 한다. 9학년에서는 4학년, 6학년, 8학년에서 습득한 일과 에
너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일의 개념 및 일의 원리를 종
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3)빛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빛'과 '파동'이 통합되면서
각각 제시되었던 반사나 굴절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한 번에 학습함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빛과 파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였다.

는 물체
- 그림자의 크기

- 평면 거울에 의한 상

- 빛의 직진

- 빛을 내는 물체
와 빛을 내지 않

빛과 파동(8학년)

빛(6학년)

빛의 직진(3학년)

→

- 빛의 반사

→

- 구면경과 구면 렌즈

- 빛의 굴절

- 빛의 분산과 합성

- 물체가 보이는

- 파동의 발생과 전파
- 종파와 횡파의 차이

과정

그림3. ‘운동’ 관련 내용별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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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3학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빛의 직진 현상과 관련지
어 이해하고 탐구 활동을 통해 그림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도록 하
는 것이다. 3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은 빛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 후 6학년에서 빛의 직진, 반사, 굴절 등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체가 보
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6학년에서는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등 정량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 또한 8학년에서 여
러 종류의 거울과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에 대하여 다루므로 6학년에서는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의 예를 관찰하기 위해서만 거울과 렌즈를 사용하고, 이때 생기
는 상의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하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빛의 진행에 초점을 두며, 구체적인
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8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 및 빛의 분산과
합성, 그리고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앞서 학습한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현상을 발전시켜 여러 종류의 거울과
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도록 한다.
거울과 렌즈에서 관련된 식은 다루지 않으며,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오목 렌즈
에 의한 상의 작도는 다루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광선이 지나는 모습을 그려서
상이 생기는 원리만을 설명하도록 한다. 굴절의 법칙은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다루지 않고 굴절률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수준으
로 정성적인 설명을 한다.

4)전자기

전자기학 부분의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단원을 분리와 통합을 병행하여 재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8학년 '전기'중 정전기 내용이 7학년 '정전기'로
분리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의 8학년 '전기'와 9학년 '전류의 작용'중 전류의 열
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9학년 '전기'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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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의

자기장(6학년)

전기회로(5학년)

성질(3학년)

- 자석 주위의 자기장
- 자석끼리 작용하
는 힘

-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

- 전기 회로와 전류
→

- 자침이 가리키는

- 전기 회로와 전기

→

회로도

- 전자석 및 전자석의 극

과 밝기와의 관계

- 자석의 극

- 고리 모양의 전선 주위
에 생긴 자기장

- 전구의 연결 방법

방향

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

- 전자석의 세기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전기(9학년)

정전기(7학년)

→

- 전류

-전기의 성질과 전기력
- 마찰 전기 발생 이유

→

- 도체와 절연체
- 옴의 법칙

- 정전기 유도

- 저항

- 검전기

- 전기의 열작용
그림4. ‘전자기’ 관련 내용별 연계성.

그림4와 같이 3학년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석의 기본적
인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을 통하여 자석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함을 알도록 하며, 자석
이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5학년에서는 건전지, 전구, 전선,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도록
전기 회로를 꾸미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 회로도 및 전지와 전구의 연결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며, 전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전류 개
념은 9학년 ‘전기’단원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이 단원에서는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와 같은 수준에서 ‘전류’라는 용어를 도입한
다.
6학년에서는 탐구 활동을 통해 자석 및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
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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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의 중요 내용은 전기의 성질,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
력, 정전기 유도 현상 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의 성질에
서는 마찰 전기를 중심으로 다룬다.
8학년 '물질의 구성'에서 원자의 구성에 대해 모형을 사용하여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이 단원에서는 원자 구성 요소 수준에서 원자핵과 전자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도입하여 정전기 유도 현상을 다루도록 한다.
9학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전류, 도체와 절연체, 옴의 법칙, 저항의 연결 및 전
기의 열작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때 전류의 열작용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경
우만 다룬다. 전력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으며,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의 혼
합 연결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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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 중학교 과학 교과의 내용을 조직
함에 있어서 학년 간 단원별 연계성, 내용별 연계성이 적절한지 분석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와 중학교 과학교과서를 선택하여
운동과 에너지 단원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의 단원별 비교, 학년별 연계
성과 내용별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3~6학년은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7~9학
년은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3~6학년이 15단원,
7~9학년이 7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안하면, 단원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단원의 세분화와 그 수의 증가로 인해 관련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학년별 연계성에서 자석관련 학습의 경우 3학년에서는 자석의 기본적인 성질
만 이해하도록 하고 6학년에서는 자기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자석 주위에 자
기장이 만들어짐을 다루고 있다. 이는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의해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추어 점점 더 폭넓게 그리고 심화시켜 초등학교 3
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나선형 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3. 내용별 연계성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8학년 ‘전기’중 정전기 내용이 7학년
‘정전기’로 분리되었고, 제 7차 교육과정의 8학년 ‘전기’와 9학년 ‘전류의 작용’
중 전류의 열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9학년 ‘전기’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제 7차
교육과정에 비해 유사한 내용이나 중복된 경우 단원을 통합하여 제시하거나 병
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선행학습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 교육내용이 전개되어
점차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계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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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학년을 조정하거나 내용 수준을 조정하여
학년별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내용 중복을 줄이
고 관련 개념을 유기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을 구성된 단원은 통합하
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의 제언은 첫째, 내용별 연계성에서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속력’에 관련된 단원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야 제시
되고 있다. 속력과 관련된 개념은 3학년, 4학년 시기에 다른 교과와 관련하여 많
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므로 과학교과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구성의 연계성에서 3학년, 4학년 과학교과서 구성
은 한 단원을 2~4개의 중단원으로 구분하고 중단원당 3~6차시 분량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5학년, 6학년의 과학교과서은 중단원 구분 없이 전차시가 탐구활동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 구성방식에서 학년간의 연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같은 학교급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 구성에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는 사전학습 단
계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인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한 사전학습 단계의 시기
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전학습 시기가 오랜 된 경우 학생들이 기억하기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단원시작 부분에 적절한 반복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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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lementary &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Connection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 and the high school science
textbook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comparison per uni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nnection per school year and the connection per
content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unit of Motion & Energy. Based on
this, reference material was provided for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per
unit and the connection per content of science textbook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mpared to the 7th
Curriculum, the number of units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decreased
from

22

to

15,

and

it

presented

contents

appropriate

for

students'

developmental stage according to school year by adjusting the school year
for the contents that are too difficult or adjusting the study content level.
In addition, the units that consist of similar contents were integrated in
order to teach related concepts organically. Namely, it was compos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equence for organizing the study contents to be
gradually added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that are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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