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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에서는 올해부터 처음 사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

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의 양 구성을 분석하 다.그리고 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

종의 화학 역을 탐구 성향을 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새로 개정된 교과서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 차에 따라,Romey가 제시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학교

과학 교과서를 본문내용,그림과 도표,질문 등 3가지 항목을 선정한 후 그 결과

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각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탐

구 성향에 한 교과서의 유형은 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본문

내용에 해 분석한 항목에서 부분의 교과서가 탐구 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과 도표에 한 분석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의 경우 간혹 탐구 이지 못한 단원이 있었다.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들은 모두 탐구형 교과서로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질문에 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그림과 도표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

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의 경우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단원이 있

었지만,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들의 경우에는 개념 인 질

문과 탐구 인 질문이 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다른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과서

를 비교·분석하여 학교에 채택된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나 참고할 부분들을

악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본문내용은 반 으로 비탐구 인 성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들은 수업 시에 학생의 인지 수 이 고려된 학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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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히 첨가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교과서에 사진이나 그림같이 볼거리가

많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론 설명에 집 하지 않고 사진이나 그림에 집 하

여 수업에 한 집 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이나 그림과 도표에 비해 지나치게 탐구 인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수 이 교수·학습 내용보다 무 높아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하시

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과서 내에서 직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의 양을 늘리

는 등의 조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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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배경과 목

과학이란,자연 상을 탐구하여 인간의 사고체계로 이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과학은 논리 체계를 이루는 지식과 그 이론 체계를 생산하는 탐구과정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 두 가지 측면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

에 따라 과학에 한 입장은 하게 달라질 수 있다.종래의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의 본질을 ‘과학 활동의 산물’인 과학지식으로 보며,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체계 으로 달할 수 있는가에 을 맞추어 교육하 고,이

러한 입장의 결과 주입식 교육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성임주,1989).

그러나 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화 시 로 어들

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웠던 과학지식이 졸업한 후 얼마 되지 않

아 이미 낡은 지식으로 락되는 가 늘어나고 있고,그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기술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하여 그 모든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 속에서 조직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과거와 같은 암기식 학습으로는 평생을 두고 학습하여도

그 모두를 배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따라서 과학의 본질을 지식 자체가 아니

라 지식을 얻기 한 ‘과학 활동의 과정’으로 보며 과학지식이 얻어지기까지의

과정 즉,과학 하는 방법과 태도를 배양하는 탐구는 오늘날 과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과학 기술이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과학 지식과 탐구력

을 갖춘 인간의 육성이 필수 이다.이를 해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본 정신

구 의 토 가 되는 교과서는 교사에게 있어서는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

료가 되어야 하고,학생에게 있어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교수·학습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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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학습 능력에 맞도록 편집되어 학습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교과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사나 학생 모두에

게 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학습 자료인 것이다.따라서 알맞은 교과서를 선정

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교과서에 한 체계 인 연구·조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을 Romey교과서 분석 방법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제 로 교과

서가 개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탐구 성향을 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과서 내용 개발에 도움을 주고,일선 교육 장

에서 지도교사들이 학교 학생의 실정에 맞게 교과서를 선정하기 한 참고

자료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2.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3교과서의 화학 역을

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상의 과학과의 목표에 의거하여 재 개정과정이

용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를 분석하 다.분석의 상은 화학 역의 물질

의 특성, 해질과 이온으로 국한하 다.

둘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용하여 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9종의

교과서 4종을 선택하 다.

셋째,교과서 분석을 해서는 교과서의 구성 체제,타 학년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 으로 연구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탐구 성

향만을 분석하 으므로 학교 과학 교과서 반에 걸쳐 용하는 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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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넷째,교과서 내용상 분석은 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 는

데,그 에서 본문 내용의 분석,그림과 도표의 분석,질문에 한 분석만을 실

시하 다.

다섯째,각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객 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 으나 연구

자의 주 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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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 자원부)는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한 이후

2004년부터 부분 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왔고,2007년 4차 부분 개정을 마무

리하여 2007년 2월 28일 고시하 다(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2007년

개정 교육과정1)은 2009년에 등학교 1학년과 2학년부터 용되며,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에 걸쳐 용될 정이다.

부분 수시 개정이라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과학과 교육

과정 개정도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분 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여기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특징을 간

략히 알아보고,과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내용과 특징을 제시하 다.

1)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배경 주요 개정 내용2)

제7차 교육과정이 1997년에 개정되어 2000년부터 단계 으로 일어난 사회·문

화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사회를 비한 교육을 비하기 한 일환으로 교육

과정 개정을 통한 교육 체제와 내용의 변화가 요구되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의 기본 방침은 부분 수시 개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유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주요 개

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 수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1)2007년 고시 당시 교육인 자원부는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을 ‘새 교육과정’이라고 하 으나 여기에서는

재 통용 되고 있는 용어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사용하 다.

2) 이 부분의 내용은 2007년 2월 23일 교육인 자원부에서 발행한 ‘·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안) 련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5년 연구보고서인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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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에 한 자율권을 확 하는 것이다.주용

개정 내용으로는 재량 활동 운 에 있어서 학교 자율권 부여,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집 이수제’도입,특성화 학교나 자율학교 등에 교육과정 편성·운 자율

권 부여,그리고 교육감 승인 하에 단 학교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개설권 허용

등이 있다.

둘째,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 하기 해서다.주

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과학교육 강화,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 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역사교육 강화,지식기반 사회

에서 필요한 종합 사고력,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한 논술 교육

의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교육과정 내용의 분량이 많고 수 이 높아 학습 부담이 크다는 교과 교

육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교과별 학습 요소를 정선

하고 난이도를 정화하는 것,그리고 교과목 간의 의·조정 교과목 내에서

학년 간 내용 조정을 통해 복 내용을 이는 것 등이다.

넷째,고등학교 선택 심 교육과정에서 과목 과목군에 따른 선택의 편 을

이고 운 효율화를 해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일원화하고 선

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 다.

2)개정의 기본 방향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창의성 추구,탐구 학습의 강조,과학-기

술-사회 련 내용 강화,교육과정 내용의 정화,정의 역 강화,교육과정

운 의 다양화·자율화,교육과정의 구체화,실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으며,과학 교육에서 지속 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1)창의성 추구를 한 교육과정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의 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이를 반 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소양을 바탕으로 한 창의 문제해결력을

강조하고 있다.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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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신장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 내용의 복을 여 학습량을 축소하고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

룬다.

둘째,탐구 활동을 강조하여 개념 이해력,문제 해결력,과학 태도와 흥미를

증진시킨다.

셋째,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내용과 소재를 극 으로 도입하고

개방 로젝트 학습 등의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연 차시 운 등으로 질 높은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을 확

보한다.

다섯째,평가에서 창의성과 탐구 활동을 강조한다.

(2)탐구 수업의 강조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탐구는 과학 교육의

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강조되어 왔다.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내용을 가르치

기 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탐구 활동을 단원별로 제시하 고,학년별로 6차시

내외 분량의 ‘자유 탐구’를 설정하는 등 탐구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과학-기술-사회 련 내용 강화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심 과학 교육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제4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사회 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 으로 강조하여 왔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

학,기술,사회의 상호 계를 인식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선정과 조직 원칙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도 과학

과 련된 사회 쟁 에 한 쓰기와 토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4)교육과정 내용의 정화

지식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 를 맞이하여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의

미가 있고,효율 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교육에서 무엇보다 요하다.나선형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복하여

다루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밝 졌다(이양락 외,2004).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

육과정 내용을 정화하기 하여 학년 간 내용의 반복을 이고 유사한 내용으

로 구성된 단원을 통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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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의 역 강화

TIMSS나 PISA 등의 국제학업성취도 연구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

학 수업에 한 흥미,과학 학습에 한 자신감,과학의 가치에 한 인식 등에

서 지속 으로 최하 수 을 기록하고 있다(OECD,2007;Martin,Mullis,&

Foy,2008).정의 역을 강화하기 한 일환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

과 련된 학습 주제를 선정해서 학생의 흥미와 과학에 한 가치 인식을 높이

도록 하 고,학생이 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자기 주도 으로 탐구할 수 있

도록 학년별로 ‘자유 탐구’를 신설하 다.

(6)교육과정 운 의 다양화·자율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 방침 하나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 에 있어서 장의 자율성을 확 하는 것이다.이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

된 기본 인 방향과 학습 내용을 따르되,학교나 학생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 할 수 있도록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맞추어 교사가 수업 활동이나 소

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원명이나 탐구 활동을 구체화하여 제한하는 신 포

으로 제시하 다.매 학년마다 제시된 ‘자유 탐구’활동도 학생 수 에서 교육

과정 운 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7)교육과정의 구체화

교육과정 문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와 교육 계자 등의 독자들이 문서에 제

시된 성격,목표 내용,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등을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체 으로 제시하여야 하며,특히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교사들이 내용의

수 과 범 를 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을 성취 기 형식으로 진술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방

법을 제한하지 않는 범 내에서 학생들이 성취하여야 할 지식의 수 과 범 를

구체화하 다.

(8)실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학교 장에서 교육과정이 원래의 취지

로 실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이를 해서는 단 학교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나아가 국가 수 에서 행정 ·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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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과학실,과학 실험 기자재 등을 확보하기 한 재원 지원

과 질 높은 탐구 활동 수행을 한 연 차시 학습 운 지원 등을 제시하 다.

3)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

과학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성격,목표,내용,교수·학습 방

법,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내용은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고,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지도 계획’,‘자료 비 활용’,‘학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지도’,‘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여기에서는 제7

차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 다.

(1)성격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과학 교과의 이수 상,목표,다른 과학 교과와

의 연계성,내용 구성과 학습 방법이 진술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개념의 이해,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 함양을 바탕

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 이고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 소양

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창의성과 탐구 능력에 한 강조는 학년별로 학

생 스스로 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자유 탐구’를 신설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 심화·보충 과정의 학습을 언 하 던 제7차 교

육과정과는 달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과정 심으로 제시하 다.

(2)목표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본 개념의 이해와 이를 문제 해결에의 용,탐구

능력 함양과 이를 문제 해결에의 활용,흥미와 호기심 과학 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 는 태도 함양,과학-기술-사회의 상호 계 인식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제7차 교육과정과 다른 은 ‘자연 을 가진다’는 표 을 ‘과학

소양을 기른다’로 내용을 구체 으로 표 하 고,일상생활에서의 창의 인

문제 해결력을 명시 으로 강조하 다.

(3)물질 역의 내용

가)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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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년 운동과 에 지 물 질 생 명 지구와 우주

3

ㆍ자석의 성질

ㆍ빛의 직진

ㆍ물체와 물질

ㆍ액체와 기체

ㆍ혼합물 분리

ㆍ동물의 한살이

ㆍ동물의 세계

ㆍ날씨와 우리 생활

4

ㆍ무게

ㆍ열 달

ㆍ물의 상태 변화 ㆍ식물의 한살이

ㆍ식물의 세계

ㆍ지층과 화석

ㆍ화산과 지진

ㆍ지표의 변화

5

ㆍ물체의 속력

ㆍ 기 회로

ㆍ용해와 용액 ㆍ식물의 구조와 기능

ㆍ작은 생물의 세계

ㆍ우리의 몸

ㆍ지구와 달

ㆍ태양계와 별

6

ㆍ빛

ㆍ에 지

ㆍ자기장

ㆍ산과 염기

ㆍ여러 가지 기체

ㆍ연소와 소화

ㆍ생태계와 환경 ㆍ날씨의 변화

ㆍ계 의 변화

7

ㆍ힘과 운동

ㆍ정 기

ㆍ물질의 세 가지 상태

ㆍ분자의 운동

ㆍ상태 변화와 에 지

ㆍ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ㆍ식물의 양

ㆍ지각의 물질과 변화

ㆍ지각 변동과 구조론

8
ㆍ열에 지

ㆍ빛과 동

ㆍ물질의 구성

ㆍ우리 주 의 화합물

ㆍ소화와 순환

ㆍ호흡과 배설

ㆍ태양계

ㆍ별과 우주

9

ㆍ일과 에 지

ㆍ 기

ㆍ물질의 특성

ㆍ 해질과 이온

ㆍ자극과 반응

ㆍ생식과 발생

ㆍ 기의 성질과 일기

변화

ㆍ해수의 성분과 운동

10

ㆍ물체의 운동

ㆍ 자기

ㆍ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ㆍ여러 가지 화학 반응

ㆍ유 과 진화

ㆍ생명 과학과 인간의

미래

ㆍ지구계

ㆍ천체의 운동

ㆍ자연계에서의 에 지

[표 1]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내용 체계(2007,교육인 자원부)

나)7∼10학년별 내용

학년별 내용 진술은 교사들이 범 와 수 을 이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

화하여 성취 수 형태로 진술하 으며,학습 내용과 련된 필수 탐구 활동을

선별하여 ‘탐구 활동’으로 별도 제시하 다.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원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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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 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련된 단원을 통합함으로써 내용 복을

임은 물론 개념을 유기 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복되거나 지엽

인 내용을 삭제하는 신 개념을 체계 으로 진술하기 하여 제7차 교육과정

내용 학년을 바꾸어 내용을 제시하거나 상 학년의 내용 일부를 하 학년

으로 이동하기도 하 다.

<7학년>

A.물질의 세 가지 상태

① 기화,액화,응고,융해,승화와 같은 여러 가지 상태 변화 상을 찰하고,

이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모형 사용의 요

성과 제한 을 안다.

[탐구 활동]

① 모형을 사용하여 물질의 상태 표 하기

B.분자의 운동

① 증발과 확산 상을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모형을 사

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확산 실험하기

②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찰하여

그래 로 나타내기

C.상태 변화와 에 지

①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상태 변화를 열에 지와

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② 상태 변화에서의 에 지의 출입을 분자의 운동과 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그려서 끊는 ,어는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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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A.물질의 구성

① 원소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과학사 인 에서 이해한다.

② 여러 가지 원소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주기율표에 나타나 있는

원소를 속과 비 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자를 나타낼 수 있다.

④ 이온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와 이온을 나타내기

B.우리 주 의 화합물

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② 화합물은 원자 간 자의 공유나 이동에 의해 형성됨을 이해한다.

③ 화합물은 이온이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안다.

④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합물을 시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모형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형성 나타내기

②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합물 조사하기

<9학년>

A.물질의 특성

① 물질의 성질을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끊는 ,녹는 , 도,용해도 등의 물질의 특성을 이해한다.

③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도 측정하기

② 증류 실험하기

B. 해질과 이온

① 해질과 비 해질을 설명할 수 있다.

② 해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상을 이해하고,이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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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이온끼리 만나 앙 이 형성되는 상이 있음을 안다.

[탐구 활동]

① 해질과 비 해질 구분하기

② 미지 이온 확인하기

<10학년>

A.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질량 보존의 법칙 실험하기

②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B.여러 가지 화학 반응

① 산과 염기를 를 들어 설명하고,그 물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것을 화

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산과 염기의 화 반응에서 지시약의 색 변화와 온도 변화를 찰하고,이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산화와 환원 반응을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제시할 수 있다.

[탐구 활동]

① 화 반응 실험하기

② 주변의 화학 반응 조사하기

(4)교수·학습 방법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지도 계획,자료 비 활용,

학습 지도 방법,실험·실습 지도,그리고 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 항목은 신설된 것으로 과학실,과학 실험

기자재 등을 확보하기 한 재원 지원,심도 있는 활동 수행을 한 연 차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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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기본
방향

◦지식과 탐구 과정의 학습을
시

◦과학 학습에 흥미와 심 제고
◦실생활과의 련성 강조
◦학습량 감축,학습 내용의
연계성 유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따르되 창의 문제 해결력
신장을 강조

시간
배당
기

◦3～7학년 :주당 3시간
◦8～9학년 :주당 4시간
◦10학년 :6단

◦3～7학년 :주당 3시간
◦8～9학년 :주당 4시간
◦10학년 :8단

◦7학년,10학년의 이수 단
증가

체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3-10학년
◦선택 교육과정:11,12학년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

성격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서 과학과의 목표,
내용,학습 방법,평가에 하
여 기술

◦과학 교과의 상과 목 ,슬
기로운 생활 과학 련 선
택 과목과의 연계,탐구 상
과 기능,학습 방법,학습 상황
등으로 나 어 진술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 이
고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한 과학 소양 함양 강조
◦‘자유 탐구’신설의 취지 안
내
◦심화·보충과정을 삭제하고
기본 과정만 제시

습 운 지원,‘자유 탐구’운 을 한 행·재정 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는 과학 과학과 련된 사회 쟁 에 한 과학 쓰기와

토론 활동,그리고 ‘자유 탐구’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한 지도 계획,

자료 비와 지도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추가되었으며,수 별 교육과

정 운 을 신하여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생 수 과 여건 등을 고려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

(5)평가

평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평가 역,평가 방법,평가 도구 개

발,평가 결과의 활용,그리고 평가 계획 수립에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제7

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추가로 기술된 내용은 ‘자유 탐구’에 한 평가로서,지필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 활동 찰,보고서 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

다.

(6)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표 2]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2007,교육인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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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목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
정의 과학과 목표를 총
목표와 4개의 하

항으로 제시

◦제7차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되,창의 문제해
결력 강조

내

용

체제

◦학년별로 내용을 제시하
되,3～5학년까지는 기
본과정, 6학년 이상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
로 나 어 진술

◦학년별로 내용을 성취 기
형식으로 진술하고,필

수 으로 수행하여야 할
탐구 활동을 제시

◦학생들이 성취하여야 할 지식의 수
과 범 를 제시함
◦필수 탐구 활동만을 제시하고 그 외의
활동은 교사의 재량에 맡겨 교수 학습
의 효율 증진을 도모하도록 함

7
학
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 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 지

◦생활 주 에서 상태 변화의 를 찾는
활동 삭제하여 4학년 ‘물의 상태 변화’
와 내용 복 임
◦모형 사용의 요성과 제한 등의 내
용 추가

8
학
년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구성
◦우리 주 의 화합물

◦‘물질의 구성’을 9학년에서 이동하고,
주기율표,원자 구조,이온 형성을 간략
히 다룸
◦‘우리 주 의 화합물’을 신설하여 화학
결합의 기본 원리를 간략히 다룸
◦주기율표,원자 구조,화학 결합 내용은
‘화학Ⅱ’에서 상세히 다룸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를 통합
하여 9학년으로 이동

9
학
년

◦물질의 구성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물질의 특성
◦ 해질과 이온

◦8학년의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
리’를 ‘물질의 특성’으로 통합
◦‘해질과 이온’을 10학년에서 이동하고,
앙 생성 반응 추가
◦‘물질의 구성’을 8학년으로 이동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을 10학년으로
이동

10
학
년

◦물질
- 해질과 이온
-산과 염기의 반응
-반응 속도
◦환경
-산성비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을 9학년에서
이동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산과 염기의
반응,산화와 환원 반응 등 일상생활에
서 이용되는 화학 반응의 를 다룸으
로써 화학의 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
게 함
◦산과 염기의 반응,산화와 환원 내용은
‘화학Ⅱ’에서 상세하게 다룸
◦반응 속도는 ‘화학Ⅱ’에서 다룸

교수
학습
방법

◦학습 지도 계획
◦자료 비 활용
◦학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지도

◦학습 지도 계획
◦자료 비 활용
◦학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지도
◦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

◦수 별 교수·학습에 한 항목을 제시
◦자유 탐구 련 항목을 제시
◦과학 쓰기와 토론 활동 항목 제시
◦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 항목 신설

평가

◦평가 역,평가 방법,
평가 도구 개발,평가 결
과의 활용,평가 계획 수
립에 한 내용 안내

◦제7차 교육과정 틀 유지 ◦평가 방법에서 자유 탐구 련 평가 방
안 제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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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학년 단원 내용의 학습목표와 해설

(1) 학교 과학 3‘물질의 특성’단원

이 단원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가)물질의 성질을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의 성질은 그 양에 비례하여 변하는 ‘크기 성질’과 그 양에 상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세기 성질’로 구분하는데,특히 물질의 양에 상 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세기 성질’이 그 물질을 표하는 물질의 특성이 됨을 이해

하게 한다.

나)끊는 ,녹는 , 도,용해도 등의 물질의 특성을 이해한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의 끊는 ,녹는 , 도,용해도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면서,이 성질들을 물질의 양에 상 없이 일정한 ‘세기 성

질’로서 물질의 특성이 됨을 이해하게 한다.

다)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물질은 그 양과 상 없이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을 다른 물질과 구분 짓는 요한 성질이므로,여러

물질이 섞인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분리하기 해서는 그 물질들의 특성을 이

용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탐구 활동]

① 도 측정하기

② 증류 실험하기

◎ 내용의 연계

3학년 ‘물체와 물질’에서는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과 물체의 성질이

련되어 있음을 다루었고,‘액체와 기체’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특징을,‘혼합물 분

리’에서는 물질의 특징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음을 다루었다.4학년

‘물의 상태 변화’에서는 물의 상태 변화에서 무게와 부피의 변화를 다루었고 5학

년 ‘용해와 용액’에서는 용액의 성질을,6학년 ‘여러 가지 기체’에서는 기체의 성

질을 다루었다.즉, 등학교의 실험들은 모두 물질의 성질을 공통 과 차이 으

로 비교하는 활동이었다.이 단원에서는 각 물질의 끊는 ,녹는 , 도,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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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 으로써,물질마다 고유한 물질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각 물질의 용도와 한 련이 있음을 다룬다.

◎ 유의 사항

혼합물 분리 실험에서는 가열장치를 자주 사용하는데,학생들이 기구 사용과

안 사고 시 처 방법에 하여 충분히 인지한 뒤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 과학3‘해질과 이온’단원

이 단원에서는 물질이 해질과 비 해질로 구분됨을 이온화를 통하여 이해시

키고,앙 생성반응을 통하여 이온 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가) 해질과 비 해질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체들은 물에 용해되는 것도 있고,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도 있다.물에 용해되는 고체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직류 기를

통해 때 류를 흐르게 하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물질은 해질과 비 해질로 구분됨을 설명한다.

나) 해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상을 이해하고 이를 화학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해질이 수용액 상태에서 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해 해

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고,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류를 흐르게 하는 상을

설명한다.그리고 해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상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어

이온화 과정을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이온끼리 만나 앙 이 형성되는 상이 있음을 안다.

앙 생성 반응은 이온 간의 반응 한 가지임을 알고 앙 생성 반응을 통

해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활동]

① 해질과 비 해질 구분하기

② 미지 이온 확인하기

◎ 내용의 연계

5학년 ‘용해와 용액’에서는 용해 과정을 다루었다.8학년 ‘물질의 구성’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이온의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이 단원에서는 해질이 물속에

서 이온화하는 과정을 모형과 화학식을 통하여 다루고 이온 간의 반응인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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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반응을 다룬다.이는 10학년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과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기 가 된다.

◎ 유의 사항

앙 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실험 폐

수 처리 지침에 하여 학생들에게 실험 에 주의시키며,실험 후에 생성된 앙

의 양이 많지 않도록 실험 시 가능한 최소 단 로 실험한다.

2.교과서의 의미와 역할

1)교과서의 의미

교과서란 학교의 각 교육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를 일컫는 말로 ‘교과용도

서에 한 규정’( 통령령 제 8660호)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

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교육인 자원부가 작권을 가진 도서(1종도서)와

교육인 자원부장 의 검정을 받은 도서(2종도서)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으며,

2008년에 일부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 제 20740호)에서는 “교

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를 말하고,“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

의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 상 자 작물 등을 말한다

고 나와 있으며 국정도서,검정도서,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통 으로 1970년 까지는 교과서 이외의 다른 교재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

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요시하게 여겨졌는데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을 차례에 맞게 정리해주고,학생들은 그것을 어가며 암기하는 것이 일반 이

었다.이러한 시 에 모든 교수·학습과정은 교과서를 심으로 개되었다.그 후

에 다양한 교재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기타 교재와 같이 학습하

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의 의미가 짙어지게 되었고,이러한 변화를 반 하여

교과서 내용도 학생이 스스로 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바 었

다.우리나라의 , 등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크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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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작권을 가지는 국정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장 의 검정을 받는

검정교과서,그리고 교육과학기수불장 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 이 게 세 가

지 종류로 구분된다.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국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하며,국

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다만,교육과학기술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 는 학 등에 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 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검

정도서는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

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

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하며,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한다.( 통령령 제 20740호)

2)과학 교과서의 역할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사회를 이룩하기 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으며,

이제는 소수의 문가가 아닌 세계인이 함께 만들며 발 시키고 합리 인 방

법들을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이다.과학 분야에서 일하게 되든 아니든,이 시

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학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게 된 것이다.

단편 지식뿐만이 아닌 과학 기 에 창의 인 사고까지 갖춘 사람이 되기

해선 과학 교과서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스스로 어떤 문제 을

발견하고 창의 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과학 지식과 창

의력을 기르고 과학에 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자유 탐구’가 도입되었는데,이것을 도입함으로서 자기 주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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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심을 기르며 과학·기술·사회의 계를 인식하고 창의성

을 제고한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를 통해 과학자들이 탐구해 온 방법을 익히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3.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

과학의 지도 기술에 한 교사의 교과서 선택에 한 기 을 제시하는 한 방

법으로서 Romey는 과학 교과서를 정량 인 비율로 평가해 보는 분석법을 제시

하고 있다.즉,교과서가 어느 정도로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유도하고 그러한 기

회를 제공하는 지에 한 것이다(Romey,1988).

1)교과서 본문 내용에 한 평가

책의 여러 부분에서 10여 페이지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각각 표시된 페이지에

서 25개 문장을 한 덩어리로 하여 읽고,아래의 열거된 범주 어느 하나에 각

문장을 분류한다.단,장의 소개,표제,그림의 설명,보충·심화 학습,단원 요약

등은 제외한다.

ⓐ 사실의 진술 :학생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부 자료나 찰

을 나타내는 간단한 진술로서 정의된다.

)물을 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 어진다(교과서 OA,p75).

ⓑ 결론 는 일반화 :일련의 사실에 한 항목들 사이의 계나 뜻에 해

자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가마솥 안에서는 물의 끊는 이 높아져 100℃보다 높은 온도에서

밥을 지을 수 있다(교과서 NA,p88).

ⓒ 정의 :어떤 개념의 뜻을 확정하여 명백하게 밝힌 진술이다.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상을 화학 변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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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교과서 OC,p173).

ⓓ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교과서에 답이 나오는 진술이다.

)그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분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까?그림④와 같이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분자는 변하지 않으며

다만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교과서 OD,p165).

ⓔ 질문이 학생들에게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진술이다.

) 실린더를 이용하여 각 조각의 질량을 측정하자(교과서 NB,p83).

ⓕ 학생들에게 자기 나름 로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이다.

)어떻게 크기와 질량이 다른 입자들이 일정한 부피 속에 같은 수만큼 들어

있을 수 있을까?(교과서 OA,p92)

ⓖ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이다.즉,학생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는 진술이다.

)두 시험 을 흔들어 잘 섞은 후 색소가 녹아 나온 정도를 비교한다(교과서

NA,p114).

ⓗ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지만,교과서에서 직 인 답을 주지 않는 질문

이다.

)딸기가 빨갛게 익거나 메주에 룩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

(교과서 OB,p162)

ⓘ 독자가 찰해 보도록 지시하는 문장

학습 활동에서 진 인 지시

범주에서 아무런 해당이 없는 문장

ⓙ 수사의문

에 열거한 범주 a,b,c,d는 그 내용이 학생의 참여나 활동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부분의 항목은 교과서를 권 주의

비탐구 경향으로 만드는 반면,범주 e,f,g,h는 그 내용이 학생의 참여나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부분의 항목은 교과서를 탐

구 인 경향으로 만든다.i,j범주는 교과서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학

탐구에서 책의 유용성에 한 참된 취지를 갖지 못하므로 고려 상에서 제외된다.

Romey는 이상의 분류에 의하여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한 교과서 평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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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Rm   
     

2)교과서의 그림 도표에 한 평가

책에서 10개에 해당되는 그림과 도표를 택하여 각 그림이나 도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범주 하나 는 둘 이상으로 그림이나 도표를 분류한다.

ⓐ 설명의 목 을 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나 도표

ⓑ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활동이나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그림이나 도표

ⓒ 학습활동을 한 실험기구 설치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

ⓓ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그림이나 도표

여기에서 c,d범주는 교과서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 책의 유용성에 한 참된 취지를 갖지 못하므로 고려 상에서

제외된다.

그림이나 도표에 한 평가지수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Rm  



3)교과서의 이나 장의 끝 부분에서의 질문에 한 평가

각기 다른 단원의 끝에서 10개의 질문을 임의로 골라 읽고,다음 범주 어느

하나에 분류한다.

ⓐ 교과서에서 직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 정의를 묻는 질문

ⓒ 장에서 새로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학습한 바를 응용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이나 장의 질문에 한 평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 다.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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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의 종합부분에 한 평가

각기 다른 3개의 장에서 장을 종합한 부분을 선택한 후,두 개의 을 읽고 다

음 범주 어느 하나에 분류한다.

ⓐ 장의 결론이 그 로 반복된다.

ⓑ 새로운 질문이나 교과서에 유용하지 않은 답, 는 과학 연구과제에

한 답을 제기한다.

종합부분에 한 평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한다.

Rm  



5)교과서의 활동지수 결정

어도 10페이지 정도를 자유롭게 골라서 각각 강 훑어보면서 학생들이 해

야 하는 제한된 학습활동을 세어본다.취 한 페이지 수로 발견된 학습 활동의

수를 나 다.

Rm 페이지수

학습활동수

6)주 평가

평가지에 근거를 두어 그 책이 강좌 과정의 행동 목표에 잘 합한지에 하

여 주 인 의견을 써본다.독서수 에 한 의견과 교과서 내에 수학의 어려움

수업 장에서의 태도에 한 여러 요인을 포함시킨다.

7)학생 련 지수(평가지수)의 분석

Romey는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의 6가지 분야를 그 분석 상으로 설정

하여 평가를 학생 련 지수로 표시하여 학생 참여 활동이 빈약한 권 주의형

교과서와 많은 참여 활동을 요구하는 탐구주의형 교과서로 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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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구분
Rm =0 0<Rm <0.5 0.5<Rm <1.5 1.5<Rm

Rm의

해석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필요 없다.

권 주의 성향

이 강해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탐구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하

다.

탐구 성향이

지나쳐 학습에

한 자료가 부

족하다.

유형 권 주의 교과서 탐구주의 교과서

여기에서 학생 련 지수는 학생의 탐구 활동에 한 문장,그림과 도표,질문

등 에 제시된 6가지 분야에서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도록 하기 해 탐구 으

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의 수를 비탐구 활동을 요하는 내용의 수로 나 어

값으로서 련 지수는 인 평가 척도가 아니고 단지 정량 으로 나타내기

한 값이다.평가지수에 한 해석은 [표 3]과 같다.

[표 3]평가지수 해석 교과서 유형

8)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의 장·단

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탐구 으로 기술되었는

가에 해 각 역별로 정량 으로 표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단계에서

교재를 선정할 때 본문 내용,그림과 도표,학습 문제,장의 종합,탐구 활동

에서 요시 하는 역에 가 치를 두어 선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정석 분석 방법에 비하여 주 의 개입이 기 때문에 객 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그리고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본문 내용,그림과 도표,학습

문제,장의 종합,탐구 활동의 각 역에 한 탐구 성향의 정도를 단계 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각 평가지수를 산출할 때 연구자의 주 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리고 정량 분석에 그치므로 정량·정성 인 종합 단 자료로 쓰기에 무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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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기호 자 출 사 출 년도

제7차

교육과정

학교

과학 3

OA 정완호 외 9인 교학사 2003년

OB 이성묵 외 11인 성교과서 2003년

OC 최돈형 외 11인 일도서 2003년

OD 김정률 외 9인 블랙박스 2003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과학 3

NA 박희송 외 15인 교학사 2012년

NB 이성묵 외 11인 성교과서 2012년

NC 김성진 외 11인 미래엔 2012년

ND 이 용 외 11인 비상교육 2012년

Ⅲ.연구 자료 연구 방법

1.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재료는 제7차 교육과정 학교 과학 3교과서 4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학교 과학 3교과서 4종을 선정하 으며,비교·분석할

교과서의 순서는 의미로 정하 다.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기호 OA,OB,

OC,OD,NA,NB,NC,ND로 나타내었고,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연구에 사용된 제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과학 3교과서 목록



- 25 -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과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심으로 비교ㆍ분석 하 다.

1)교과서의 양 구성을 비교 분석한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과학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비율을 비교·분석한다.

2)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화학 역을 Romey가 제시한 6가

지 분석 방법 교과서 본문 내용에 한 평가,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한

평가,교과서의 질문에 한 평가 등 3가지를 분석하 다.각 장의 종합부분에

한 평가,교과서의 활동지수 주 평가는 기 용이 애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1)교과서 본문 내용에 한 평가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 포함된 장 소개,표제,그림 설명,보

충·심화 학습,단원 요약 등을 제외한 모든 문장을 상으로 분석하 다.

(2)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한 평가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 포함된 모든 그림과 도표를 상으로

분석하 다.

(3)교과서의 질문에 한 평가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서 이나 장의 끝 부분에서의 모든

문제를 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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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원명

NA NB NC ND 평균

페

이

지

수

비율

(%)

페

이

지

수

비율

(%)

페

이

지

수

비율

(%)

페

이

지

수

비율

(%)

페이

지수

비율

(%)

물

리

3.일과 에 지 44 12.36 38 10.38 76 20.21 50 12.63 52 14.90

5. 기 36 9.86 36 9.84 40 10.64 54 13.64 41.5 11.00

합 계 80 22.22 74 20.22 116 30.85 104 26.27 93.5 25.90

화

학

2.물질의 특성 56 15.34 66 18.03 48 12.77 62 15.66 58 15.45

6. 해질과

이온
26 7.12 26 7.10 20 5.32 20 5.05 23 6.15

합 계 82 22.46 92 25.13 68 18.09 82 20.71 81 21.6

Ⅳ.연구 결과

1.교과서의 양 구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역별 과목을 비교해보면 학교 3학년 과학

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역이 모두 두 단원씩으로 구성되어 있다.본문

에서 역별 과목의 비율은 [표 5]와 [그림 1]∼[그림 5]에 나타내었다.교과서

NA의 경우 지구과학(28.50%),생물(24.98%),화학(22.46%),물리(22.22%)의 순으

로 지구과학이 가장 높았다.교과서 NB의 경우는 생물(28.42%),지구과학

(26.23%),화학(25.13%),물리(20.22%)로 생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교과서 NC

는 물리(30.85%),지구과학(28.20%),생물(22.87%),화학(18.09%)의 순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교과서 ND의 경우 물리(26.27%),지구과학(26.27%),생물(25.77%),

화학(20.71%)으로 물리와 지구과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종의 교과서를 비교

해보면 상 으로 화학의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교과서 단원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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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물

1.자극과 반응 44 12.36 52 14.21 44 11.70 50 12.63 47.5 12.73

8.생식과 발생 46 12.62 52 14.21 42 11.17 56 14.14 49 13.04

합 계 90 24.98 104 28.42 86 22.87 106 26.77 96.5 25.77

지

구

과

학

4. 기의

성질과 일기

변화

62 16.99 54 14.75 68 18.09 62 15.66 61.5 16.37

7.해수의

성분과 운동
42 11.51 42 11.48 38 10.11 42 10.61 41 10.93

합 계 104 28.50 96 26.23 106 28.20 104 26.27 102.5 27.30

[그림 1]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NA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비율

[그림 2]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NB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비율

[그림 3]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NC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비율

[그림 4]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ND교과서의 단원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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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3학년 교과서별 단원별 구성 비율

2.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에 의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분석

1)교과서 본문 내용에 한 평가

(1)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한 평가

Romey가 제시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내에 화학 역의 본문 내용을 각 범주별로 분류하고 Romey의 련

지수 Rm을 구하여 [표 6]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한 Rm값은 평균

0.21으로 탐구 교과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되어 진다.Rm값을 교과서 별

로 살펴보면,교과서 OA는 0.20,교과서 OB는 0.29,교과서 OC는 0.19,교과서

OD는 0.15로 0.5∼1.5의 범 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없다.따라서 4종의 교과서가

모두 탐구 교과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를 단원별로 분석

해 도 Rm값이 0.14∼0.30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본문의 내용에

한 Rm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부터 교과서가 권 인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개념을 개하는 진술이 학생들

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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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
a b c d e f g h

OA

3.물질의

구성
76 2 11 4 10 1 0 3 107 0.15

0.20
5.물질

변화의

규칙성

72 16 9 1 13 2 1 8 122 0.25

합 계 148 18 20 5 23 3 1 11 229 ·

OB

3.물질의

구성
51 0 2 1 11 0 0 5 70 0.30

0.29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44 4 7 1 5 0 1 9 71 0.27

합 계 95 4 9 2 16 0 1 14 141 ·

OC

3.물질의

구성
54 3 7 3 1 0 0 12 80 0.19

0.19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75 13 7 0 2 0 0 15 112 0.18

합 계 129 16 14 3 3 0 0 27 192 ·

OD

3.물질의

구성
75 3 17 2 9 0 0 7 113 0.16

0.15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127 19 15 5 12 0 0 12 190 0.14

합 계 202 22 32 7 21 0 0 19 303 ·

총 계 574 60 75 17 63 3 2 71 865 · 0.21

학생들에게 학습에 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에서는 정 일지 모르나,

능동 학습활동이 제약된다는 문제 이 있다.

[표 6]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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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

(2)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한 평가

Romey가 제시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내에 화학 역의 본문 내용을 각 범주별로 분류하고 Romey

의 련지수 Rm을 구하여 [표 7]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한 Rm값은 평균

0.21로 탐구 교과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되어 진다.Rm값을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교과서 OA는 0.20,교과서 OB는 0.29,교과서 OC는 0.19,교과서OD는

0.15로 0.5∼1.5의 범 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없다.따라서 4종의 교과서가 모두

탐구 교과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를 단원별로 분석하여

도 Rm값이 0.11∼0.30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본문의 내용에 한

Rm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부터 교과서가 권 인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개념을 개하는 진술이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진술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이것은 학생

들에게 학습에 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에서는 정 일지 모르나,능

동 학습활동이 제약된다는 문제 이 있다.



- 31 -

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a b c d e f g h

NA

2.물질의

특성
124 13 15 0 9 0 0 20 181 0.19

0.246. 해질과

이온
41 12 3 1 5 0 0 11 73 0.28

합 계 165 25 18 1 14 0 0 31 254 ·

NB

2.물질의

특성
184 17 19 2 23 0 1 40 286 0.29

0.306. 해질과

이온
53 3 8 0 10 0 0 9 83 0.30

합 계 237 20 27 2 33 0 1 49 369 ·

NC

2.물질의

특성
136 6 23 2 4 0 0 15 186 0.11

0.126. 해질과

이온
24 4 3 0 1 0 0 2 34 0.13

합 계 160 10 26 2 5 0 0 17 220 ·

ND

2.물질의

특성
138 10 20 1 9 0 0 24 202 0.21

0.226. 해질과

이온
28 10 2 0 4 0 0 5 49 0.23

합 계 166 20 22 1 13 0 0 29 251 ·

총 계 728 75 93 6 65 0 1 126 1094 · 0.22

[표 7]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

[그림 7]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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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 비교

제7차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3

학년 과학 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을 비교한 Rm값을 살펴보면 체로 유

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으로는 10년 후에 나온 교

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책이 기존의 책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런데 학생용

교과서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등학생에 비해 학생

의 경우 개념을 개하는 진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발달 으로 고등학생

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림 8]각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본문 내용에 한 Rm비교

2)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한 평가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이나 표는 단순한 미술 그림이 아니라 각

단원 차시의 학습 내용을 보완하고 핵심 인 사항을 강조해 주며,그 의미와

지식 달 형태의 수업내용 등 사실 인 정보를 생동감 있게 해주는 효과가 크

다고 볼 수 있다(차기성,1995).이와 같이 그림이나 표는 과학 인 탐구 활동

과 사실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면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료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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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
a b c d

OA

3.물질의 구성 26 13 7 7 53 0.50

0.83
5.물질 변화의

규칙성
19 22 17 3 61 1.16

합 계 45 35 24 10 114 ·

(1)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한 평가

제7차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내에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의 탐

구 성향을 알아보기 해 Romey가 제시한 련지수 Rm을 구하여 [표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우선 교과서 별로 살펴본 결과,그림과 도표에 한 Rm

값은 교과서 OA가 0.83,교과서 OB가 0.75,교과서 OC가 0.80,교과서 OD가

0.73이고,교과서 체 Rm값 평균은 0.78이다.따라서 그림과 도표에 한 4종

교과서 체 Rm값 평균만을 보면 0.5∼1.5범 에 해당하므로 탐구 인 교과서

로 볼 수 있다.4종 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해 단원별로 살펴보면,‘물질 변화

에서의 규칙성’단원의 Rm값이 ‘물질의 구성’단원의 Rm값 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단원이 ‘물질의 구성’단원에 비해서 보다

탐구 이라고 볼 수 있다.교과서 OC의 ‘물질의 구성’단원의 Rm값은 0.47로 0.5

∼1.5범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0.5에 거의 근 한 값을

가지고 있고,‘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단원의 Rm값이 1.13인 것을 통해 교과서

OC역시 다른 3종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탐구 인 교과서로 도 무방할 것이

다.4종의 교과서에서 ‘물질의 구성’단원과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단원의 Rm

값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면,‘물질 변화의 규칙성’단원에서는 우리 주

변에서 찰할 수 있는 상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그림이

나 도표의 제시 한 탐구 성향을 보이나,‘물질의 구성’단원은 단원의 특성상

미시 인 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시된 그림이나 도표가 직 인 설명을 목

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 같다.

[표 8]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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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3.물질의 구성 32 17 7 9 65 0.53

0.75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23 22 12 14 71 0.96

합 계 55 39 19 23 136 ·

OC

3.물질의 구성 30 14 6 8 58 0.47

0.80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23 26 18 3 70 1.13

합 계 53 40 24 11 128 ·

OD

3.물질의 구성 19 13 7 4 43 0.68

0.73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37 29 19 3 88 0.78

합 계 56 42 26 7 131 ·

총 계 209 156 93 51 509 · 0.78

[그림 9]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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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a b c d

NA

2.물질의 특성 21 17 15 6 59 1.24

1.126. 해질과 이온 7 7 1 3 18 1.00

합 계 28 24 16 9 77 ·

NB

2.물질의 특성 41 37 12 15 105 0.90

0.906. 해질과 이온 9 8 5 6 28 0.89

합 계 50 45 17 21 133 ·

NC

2.물질의 특성 31 24 8 10 73 0.77

0.836. 해질과 이온 9 8 3 4 24 0.89

합 계 40 32 11 14 97 ·

ND

2.물질의 특성 28 21 12 6 67 0.75

0.886. 해질과 이온 10 10 2 2 24 1.00

합 계 38 31 14 8 91 ·

총 계 156 132 58 52 398 · 0.93

(2)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한 평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내에 화학 역의 그

림과 도표가 학생들에게 탐구 자료로 합한지를 알아보기 해 그림과 도표

를 해당 범주로 분류하고 Romey의 평가지수 Rm값을 구하여 [표 9]와 [그림 10]

에 나타내었다.교과서별로 살펴보면,교과서 NA가 1.12,교과서 NB가 0.90,교

과서 NC가 0.83,교과서 ND가 0.88이다.교과서 체 평균 Rm값은 0.93으로 탐

구 자료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림과 도표에 한 4종 교과서

체 Rm값 평균만을 보면 0.5∼1.5범 에 해당하므로 탐구 인 교과서로 볼 수

있다.4종 교과서의 그림과 도표에 해 단원별로 살펴보면,교과서와 단원에 무

하게 모두 Rm값이 1을 후로 나타나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제7차 교

육과정의 과학 교과서에 비해 디자인 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

라 질 인 차원도 많이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



- 36 -

[그림 10]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

(3)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 비교

제7차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3

학년 과학 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내용을 비교한 Rm값을 살펴

보면,각각 0.78과 0.93이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Rm값이 더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둘 모두 0.5∼1.5범 안에 속한다.따라서 그림과

도표에 한 부분에서는 둘 모두 탐구 인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그림 11]각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그림과 도표에 한 Rm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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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과서의 질문에 한 평가

과학 교육 목표는 교수·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평가는 질문을 통해 확인

된다.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평가 문항은 지도서에서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질문 역을 살펴보면,교

육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수업의 한 략을 투입하기 하여 학생이 소유하

고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한 평가(진단평가),교수·학습 도 의 끝부분 등

에 제시되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으로써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한 평가(형

성평가),학습한 단원의 교육 목표달성 여부를 종합 으로 정하기 해 장의

끝부분에 제시된 평가(총 평가)등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자기평가와 상

호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1)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질문에 한 평가

제7차 교육과정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이나 장의 끝부분에 수록된 질

문에 한 Romey의 평가지수 Rm값을 분석하여 그 탐구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질문에 한 Rm값의 결과를 [표 10]과 [그림 1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질문에 한 Rm값은 교과서 A가1.34,교과서 B가0.65,교과서 C가 0.57,교과

서 D가 0.60이고, 체 Rm값 평균은 0.79로 4종 교과서 모두가 질문에 있어서

탐구 성향을 띠고 있다.단원별로 살펴보면,‘물질의 구성’단원에서 교과서 OC

와 교과서 OD가 탐구 교과서의 정범 에 미달하는 Rm값을 보이고 있다.탐

구 교과서의 정범 에 미달하는 이들 교과서 내에 ‘물질의 구성’단원의 질

문에 한 Rm값은 교과서 OC가 0.44,교과서 OD가 0.42로 권 주의 이며,비

탐구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어진다.즉,이들 교과서는 질문 부분이

교과서 내에서 직 답을 얻을 수 있는 반면,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

하는 질문은 거의 없었다.반면에 교과서 OA의 ‘물질 변화의 규칙성’단원의 Rm

값은 2.00으로 0.5∼1.5범 를 넘어갔다.Rm값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이유를

[표 10]에 나타난 데이터 상에서 찾아보면,정의를 묻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것

을 볼 수 있고,학습한 것을 응용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상 으로 무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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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a b c d

OA

3.물질의 구성 7 5 2 6 20 0.67

1.34
5.물질 변화의

규칙성
10 0 5 15 30 2.00

합 계 17 5 7 21 50 ·

OB

3.물질의 구성 16 2 1 8 27 0.50

0.65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15 4 6 9 34 0.79

합 계 31 6 7 17 61 ·

OC

3.물질의 구성 9 0 0 4 13 0.44

0.57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11 2 1 8 22 0.69

합 계 20 2 1 12 35 ·

OD

3.물질의 구성 5 21 3 8 37 0.42

0.60
5.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13 0 0 10 23 0.77

합 계 18 21 3 18 60 ·

총 계 86 34 18 68 206 · 0.79

때문이다.

탐구 성향이 무 지나치면 형식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과학문제

해결에 해서 50% 미만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Lawson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이러한 교과서들은 교과서 내 질문에 한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반면

비탐구 성향이 지나치면 학생들의 인지 구조의 자극을 수 있는 상황이 부

족하므로 이러한 에서 볼 때,교과서 OC와 교과서 OD의 ‘물질의 구성’단원

지도 시에는 교사가 탐구 질문을 의도 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교과서

OA의 ‘물질 변화의 규칙성’단원에서는 질문에 있어 고등한 지 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교과서에서 다룬 교수·학습 내용에 비해 질문 수 이

무 높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 을 고려한 질문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10]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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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범 주

계 Rm
Rm

평균a b c d

NA 2.물질의 특성 16 21 9 24 70 0.89 0.77

[그림 12]제7차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2)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의 질문에 한 평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부분의

각 단원의 끝에 있는 질문을 해당 범주로 분류하여 구한 Romey의 평가지수 Rm

값을 [표 11]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교과서의 평균 Rm값은 0.84로 0.5∼1.5

범 에 있으므로 탐구 인 교과서라 볼 수 있다.각 교과서별 Rm값을 살펴보면,

교과서 NA가 0.77,교과서 NB가 0.94,교과서 NC가 0.75,교과서 ND가 0.91이

다.이들 모두 0.5∼1.5범 에 해당하므로 4종의 교과서 모두 탐구 인 교과서로

단된다.

교과서 ND의 ‘해질과 이온’단원에서는 정의에 한 질문이 2개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교과서에서 학생들의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을 지양하

고 보다 복잡한 능력을 묻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표 11]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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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질과 이온 16 15 5 15 51 0.65

합 계 32 36 14 39 121 ·

NB

2.물질의 특성 17 11 23 8 59 1.11

0.946. 해질과 이온 19 14 10 15 58 0.76

합 계 36 25 33 23 117 ·

NC

2.물질의 특성 18 14 7 14 53 0.66

0.756. 해질과 이온 15 8 6 13 42 0.83

합 계 33 22 13 27 95 ·

ND

2.물질의 특성 20 33 11 30 94 0.77

0.916. 해질과 이온 18 2 5 16 41 1.05

합 계 38 35 16 46 135 ·

총 계 139 118 76 135 468 · 0.84

[그림 13]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3)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비교

둘 모두 교과서 체 으로는 Rm값이 0.5∼1.5범 사이에 분포하므로 탐구

교과서라 볼 수 있다.그런데 단원별로 살펴보면,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0.5보다 낮거나,1.5보다 큰 경우가 더러 있었다.반면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모든 단원에서 Rm값이 0.5∼1.5범 안에 해당되었다.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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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보면 응용에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는데,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이 이 보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4]각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3교과서 화학 역의 질문에 한 R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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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에서는 올해부터 처음 사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

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의 양 인 면을 분석하 다.그리고 Romey의

교과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

종의 화학 역을 탐구 성향을 심으로 비교·분석하 다.연구 결과에 따른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에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역 화학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

다.그 에서 교과서 NC의 화학 비율이 제일 낮았다.

둘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

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게 구성되었다.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연 성 있는 일상

생활 모습을 사진 그림으로 보여주고 주요 내용에 한 설명 혹은 간단한 물

음을 하 고,사진이나 그림의 크기가 커지고 내용에 한 설명이 개정 교과

서보다 좀 더 구체화 되어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여 주고,실생활에 련된 재미

있는 다양한 시각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그리고 탐구 역에서 역할 놀이

등의 새로운 탐구 요소들이 추가되어 학생들이 보다 쉽게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고,탐구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구성되었다.

셋째,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4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4종의 과학 교과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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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에서 Rm값이 0.5이하 다.이들 교과서는 탐구 교과서 정수 0.5이상

1.5이하의 범 에 들지 못하므로 탐구 이지 못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넷째,그림과 도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교과서 OC의 ‘물질의 구성’단원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의 모든 단원의 Rm값이 0.5이상 1.5이하의 범 에 해당하므

로 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과 도표는 학생들에게 탐구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교과서 OC의 ‘물질의 구성’단원에 수록된 그림과 도표는 Rm

값이 0.47로 학생들의 탐구 의욕을 자극하고 학습에 한 심을 끌기에는 미

흡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질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4종

교과서는 모두 Rm값이 탐구 교과서의 정범 에 포함되므로 탐구 성향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의 경우에는 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각 교과서별로 분석을 하면 모두 정범 에 포함이 되지만,교과서 OA의 ‘물질

변화의 규칙성’단원의 경우에는 Rm값이 2.00으로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부터

지나치게 탐구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과서 OC와 OD의 ‘물질의

구성’단원에서는 Rm값이 0.5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부터 기본 인 질문이 많았

음을 알 수 있다.

2.제언

첫째,교과서마다 내용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교과서의 양 인 구성을 비교하

면서 교과서마다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비율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이것

은 교과서마다 단원을 설명하는 양 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다시

양 인 차이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 다.따라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내

용이 부족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처



- 44 -

럼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비교·분석

하여 학교에 채택된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나 참고할 부분들을 악하여 수업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본문내용은 반 으로 비탐구

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교사들은 수업 시에 학생들의 인지 수 이 고

려된 학습 자료를 히 첨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각 교과서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한 그림과 도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나 그림같이 볼거리가 많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론 설명에 집

하지 않고 사진이나 그림에 집 하여 수업에 한 집 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의 질문을 보면,본문 내용이나

그림과 도표에 비해 지나치게 탐구 인 질문이 있다.이것은 질문 수 이 교수·

학습 내용보다 훨씬 높아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과서 내에서 직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의 양을 늘리는 등

의 조 이 필요하다.

다섯째,탐구 활동 역에서 실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지 의 학

교 장을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마다 실험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과학 과목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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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hisstudy,thefourkindsoftextbooksforthethirdgradeofthemiddle

schoolthatarecompiledaccordingtotherevisededucationalcourseofstudy

of2007,whichisusedforthefirsttimethisyearareanalyzed.Also,by

using Romey's textbook analysis method, inquiring tendency of the

chemistry'srealmsinfoursciencetextbooksofthirdgradesofmiddleschool,

which are compiled according to the seventh course ofstudy,and four

textbooksofthethirdgradescompliedaccordingtothedevelopedcourseof

study in 2007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ofthenewlydevelopedtextbookswerestudied.

Firstofall,followingtheprocessofresearch,thethreeitemsareselected

from thesciencetextbook,whicharecontents,pictureandtable,questions,

andtheresultisanalyzedbasedontextbookanalysismethod.

Thesummaryoftheresearchresultisasfollowing.Thetextbooktypes

regarding the inquiring tendency of the third grade science textbooks

accordingtoeachcourseofstudyaredifferentfrom eachotherbyitsunits.

However,mostofthetextbooksarenotinquiringregardingtheanalysisof

thecontentsofthetext.Inanalysisofthepictureandtable,someunitsof

thetextbooksthatarecompiledaccording tothe7thcourseofstudyare

foundtobenotinquiring.However,thetextbookscompiledaftertherevised

courseofstudyin2007areallpropertobetheinquiringtextbooks.Onthe

otherhand,astheanalysisofthepictureandtable,thetextbooksof7th

courseofstudyhavesomeunitsthatareunsatisfyingbutmostlythesehave

properconceptionalandinquiring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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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resultshows,itisapprehendedthattheremightbealossforthe

studentswhoareusing thetextbooksthataresomewhatdeficientin its

contents.Thus,itisnecessaryfortheteacherstocompareandanalyzethe

textbooksandfindoutsomeunsatisfyingpartstobesupplementedsothat

theycouldbeusedintheclass.Also,mostofthetextsofthetextbooks

from 2007 revised course ofstudy are generally notinquiring thatthe

teachershavetousetheadditionalteachingmaterials,consideringcognitional

levelofthestudents,properly during theclass.In addition,thestudents

mighthavelapseofconcentrationonthetheoreticalexplanationbecauseof

manypicturesorphotosinthetextbooksthattheteachershavetoawareof

thisandshouldpayattentiontoit.Lastly,iftherearetoomanyinquiring

questionsincludedcomparedtothepicturesandtables,itmightdemotivate

thestudents'willstostudybecausethelevelofthetextbookismuchhigher

than theteacher'steaching,itisnecessary to managethelevelsofthe

questionsofwhichtheanswerscouldbefoundwithinthe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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