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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
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
기에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성취기준이 교
과서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정보처리역량, 자기관
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
량, 공동체역량 등을 6가지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핵심역량 중 과학 교과와 관련 있는 것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이다(Lim &Jang, 2016).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습과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
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라고 한다. 여기
에는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방안 탐색, 그리고 해결 
방안 실행 및 평가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
를 포함한다(MOE, 2015). 또한 지식정보처리역량은 
효과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Son, 
Jeong & Son, 2018). 그리고 지식정보처리역량은 과
학적 문제해결력 및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되
어있다(Lee, Kim, & Kim, 2017). 

이처럼 지식정보처리역량에 과학 탐구의 의미를 포
함시킬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Son & Jeong, 2018).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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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부족했으며, 특히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과 지식정보처리역량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과학교과에서 지식처리정보역량
을 함향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현재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지식정보처리역
량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관련 연구는 주로 과학 
활동 특징에 대한 연구(Kwon & Shin, 2019)나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Kim, 2019)가 주를 이루어, 예전 
연구(Chol & Lee, 1998)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
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과 과학 활동에 대한 
분석 연구가 시대 변화에 맞게 핵심역량 중심의 분석
이 필요해졌다.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핵심역량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활
동 위주의 연구(Kim & Park, 2017; Song & Sim, 
2019))가 대부분이었기에 이에 기반이 되는 과학 교과
서 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
학 탐구 활동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여 과학 교과서의 과학 탐구 활
동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는 어떤 특징을 가졌
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과학 교과서 분석을 위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구성 요소와 분석 틀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탐구 활동에 나타난 지
식정보처리역량의 특징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
어 교육부 검정을 통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3~6학년 국정 과학 교과서 총 8권
(3-1, 3-2, 4-1, 4-2, 5-1, 5-2, 6-1, 6-2)의 탐구 
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 연
구를 참고하여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완성하였다. 분석 틀은 교육학 석사학
위를 가진 초등 과학 교사 3명과 초등 과학 교과서 
검토 교수 1명, 과학 교육학 교수 2명, 과학 내용학 
교수 2명 등 총 8명의 검토를 받았다. 그 후 분석 틀
로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고, 같은 전문가들
로부터 검토 받았다.

2. 측정도구

1)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 도출

문헌 연구를 통해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들을 도
출하였다. Son & Jeong(2018) 연구에서는 과학과 핵
심역량과 관련지어 과학 탐구 과정의 지식정보처리역
량 요소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정보 수집’은 정보원으로부터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 다
양한 검색 도구와 기능의 활용, 정보의 정확한 소재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 분석’은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을 평가하고, 수집된 정
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비교, 분류, 연계, 변
형, 종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보 활용’은 분석한 정보를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
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며, 기존
의 지식과 비교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을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매체 활용능력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Lee, 
Baek, & Lee, 2017). 국정으로 출간되는 과학과 교사
용 지도서에서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 및 실행하는 능력으로 과학적 문제해결
력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Moe, 2016).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요소인 ‘수집’, ‘분
석’, ‘평가’, ‘선택’, ‘조직’을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요
소 5가지로 정하였고, 각 요소들을 문헌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Table 1). 

2)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에 따른 과학 탐구 
유형의 분석 틀 개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 세부 내용이 지
식정보처리역량의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틀을 Figur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활동에는 다양한 탐구 기능들이 제시되는
데, 이를 다음과 같이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관련지었
다. 조사하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측정하기는 모두 
‘수집’과 ‘분석’에 모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수집 후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활동이 바로 이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류하기, 비교하기, 
자료 해석하기는 분석과정이나 분석의 결과로 주어지
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토의하기와 제
안하기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말로 표현하므로 ‘평가’, ‘선택’, ‘조직’에 모



86  정은주・손정우

두 해당된다. ‘조직’의 요소에는 그 외에도 만들기, 역
할 놀이하기, 그림 그리기, 설계하기, 생각 그물 그리
기, 만화로 표현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인형극 꾸미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6-2학기 과학 교과서의 ‘에너지와 우리 
생활’ 단원 7~8차시 ‘우리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하여 영상 제작하기’ 주제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의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
를 취재해 봅시다’에서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선택, 조직 및 평가하는 활동이 있다. 
그리고 영상 구성 계획 및 대본 작성과 영상 제작 활
동에서도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모둠이 제작한 영상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잘
된 점과 개선할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에서는 ‘평가’ 
요소가 나타난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탐구 활동의 지식정
보처리역량 특징

1) 학년별 ‘탐구단원’의 탐구 활동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는 차시별
로 제시된 과학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좁은 의미의 
탐구가 대부분이지만, 학생들이 탐구 전 과정을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탐구 주제와 실험 계획, 실험 실행 
방법이 모두 제시된 ‘탐구단원’이 있다(MOE, 2019). 
3∼6학년까지 학기마다 ‘탐구단원’이 있는데, 4-2학기
와 6-2학기에는 ‘탐구단원’이 없다. 물론 여기 제시된 
탐구 문제 이외에 다른 탐구 문제로 진행해도 무방하
다고 지도서에 안내되어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 문제를 설정하여 탐구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하위 요소 내용

수집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소재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

분석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비교, 분류, 연계, 변형, 종합하는 것

평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가치를 부어하는 것

선택 목적에 따라 수집, 분석, 평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

조직 선택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로 표현하는 것

Table 1.  Element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e

Figure 1. An analytical framework of the types of scientific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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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대부분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대로 학
생들은 요리책처럼 따라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3-1학기 ‘탐구단원’은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
리, 의사소통의 기초 과학 탐구 기능을 각 1차시씩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관찰, 측정, 예상은 땅
콩을 탐구 소재로, 분류, 추리, 의사소통은 공룡의 흔
적을 탐구 소재로 차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3-2학
기 ‘탐구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구조화된 
탐구’ 또는 ‘안내된 탐구’를 선택하도록 교과서가 구성
되어 있으며, 예시 탐구 문제와 탐구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4-1학기의 ‘탐구단원’은 3-1학기 ‘탐구단원’과 
유사하게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의사소통의 
기초 과학 탐구 기능을 각 1차시씩 총 6차시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관찰, 측정, 예상은 탄산수를 탐구 
소재로, 분류, 추리, 의사소통은 핀치를 탐구 소재로 
차시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5-1학기 ‘탐구단원’에서
는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하기’라는 탐구 주제와 
실험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6차시 동안 가설이 
없는 귀납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5-2학기 ‘탐구단원’은 5-1학기 ‘탐구단원’과 유
사하게 6차시의 탐구 과정을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문제로 탐구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 단원의 탐구 문
제는 만들기 중심의 탐구로 주제 예시는 ‘1분을 측정
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이다.  6-1
학기 ‘탐구단원’에서는 ‘효모의 발효 조건 알아보기’라
는 탐구 주제와 실험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6
차시 동안 탐구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Table 2). 이 단원에서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의 가설
을 검증하는 연역적 탐구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
다. 초등 수준에서는 가설은 실험 결과를 ‘예상’하는 
수준에서 세우며 가설과 예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MOE, 2019).

3~6학년 ‘탐구단원’의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를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집’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

났고, 뒤이어 ‘분석’, ‘선택’, ‘조직’, ‘평가’ 순서로 나
타났다(Table 3).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를 필
요로 하는 탐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
식되기에 이를 탐구 활동에 많이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3-1학기와 4-1학기 ‘탐구단원’에서는 기초 
과학 탐구 기능을 기르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어 
‘평가’에 해당하는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관찰이
나 측정을 통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자료 해석이나 의미를 파악하므로 ‘분석’과 ‘수집’이 
많이 나타났다. ‘선택’은 탐구 문제 정하기, 실험을 계
획하는 활동에서 많이 나타났다. ‘조직’으로는 탐구 결
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과 발표하기, 설명
하기 등의 활동이 해당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3~6
학년 과학 교과서의 ‘탐구단원’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의 요소인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이 모
두 나타났으나, ‘평가’와 ‘조직’이 다른 요소에 비해 
드물게 나타났다. 

2) 3~6학년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개별 단원은 ‘재미있는 과
학’, ‘과학 탐구’, ‘과학과 생활’, ‘단원 마무리’의 4 단
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분석 결과를 6-2학기 5단
원 ‘에너지와 생활’ 단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탐구’ 단계는 거의 ‘수집’과 ‘분석’에 해당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둘째, ‘과학과 생
활’에서는 단원과 관련된 STEAM 활동으로 구성되어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이 모두 나타났다. 
셋째, ‘단원 마무리’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선택’과 ‘조직’에 해당
하는 활동이 나타났다. 대부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의 단원들은 Table 4와 같이 ‘과학 탐구’ 단계에서 
‘수집’과 ‘분석’이 중심이 되고, ‘과학과 생활’에서 지
식정보처리역량의 5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며, ‘단원 

탐구 주제 차시 탐구 활동 지식정보처리역량

효모의 발효 
조건 알아보기

1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 선택, 분석

2 실험 계획 세우기 선택

3~4 효모의 발효 조건 알아보기 수집

5 실험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하기 분석, 조직

6
실험 결과에서 결론 이끌어 내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
평가, 수집, 선택

Table 2. Analysis of inquiry units for the first semester of yea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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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에서 ‘선택’과 ‘조직’이 나타났다. 
3~6학년 1, 2학기 과학 교과서 8권을 모두 분석한 

결과, 전 학년에서 ‘수집’과 ‘분석’ 해당하는 탐구 활
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거의 모
든 단원에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수집)
을 가지고 비교, 분류, 종합하는(분석) 순서로 탐구 활
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선택’과 ‘조직’이 많
이 나타났는데 배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
하여(선택), 글쓰기, 포스터 그리기, 만화로 그리기, 역
할놀이하기, 영상 제작하기, 모형 만들기 등으로 표현
(조직)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은 매우 
부족하였지만, 3~4학년 교과서에 비해 5~6학년 교과
서에서 ‘평가’가 다소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앞선 ‘탐구
단원’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
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요소가 비판적 사고를 바

탕으로 하기에 초등학생이 수행하기에는 어렵고, 저학
년에 비해 고학년의 탐구 활동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년별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의 비율은 학년별
로 큰 차이가 없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3~6학년 과학 교과서의 ‘탐
구단원’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 ‘수집’, ‘분석’, 
‘선택’, ‘조직’이 다른 개별 단원에 비해 고르게 나타
났다. 반면 개별 단원의 탐구 활동은  ‘수집’, ‘분석’, 
‘선택’, ‘조직’, ‘평가’ 순이며, 전 과학 분야에서 ‘평
가’에 해당하는 활동이 부족하였다(Figure 2). 이를 
통해 ‘탐구단원’의 과학 탐구 과정이 지식정보처리역
량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처리역량
을 기르기 위해 ‘탐구단원’이 현재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기 탐구 주제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 합계

3-1 땅콩 탐구 / 공룡 흔적 탐구 3 3 0 1 1 8

3-2 자석에 붙는 클립의 개수 비교하기 3 2 2 4 2 13

4-1 탄산수 탐구 / 핀치 탐구 2 3 0 1 1 7

5-1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하기 2 2 1 2 1 8

5-2 모래시계 만들기 3 2 2 3 1 11

6-1 효모의 발효 조건 알아보기 2 2 1 3 1 9

전체 합계
(%)

15
(27)

14
(25)

6
(11)

14
(25)

7
(13)

56
(100)

Table 3. Analysis of inquiry units for the grade 3-6

단계 탐구 활동 지식정보처리역량

재미있는 과학 과일 전지로 시계 작동하기

과학
탐구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 에너지를 얻는 법 알아보기 수집, 분석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찾아보기 수집, 분석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예 찾아보기 수집, 분석

태양광 해파리로 에너지 전환 과정 알아보기 수집, 분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수집, 분석

과학과 생활 우리 학교 에너지 이용 실태 취재하여 영상 제작하기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
단원 마무리 물의 여행에 대한 개념 정리하기(생각그물) 선택, 조직

Table 4.  Analysis of ‘Energy and Life’ units for the grad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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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지식정보처리역량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 3~6학년 1, 2학기 과학 교과서 8권에 
제시된  과학 탐구 활동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
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처리역량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지식정보처리역량 분석 틀을 
구안하여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학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수집’, ‘분석’, ‘조직’, 
‘선택’, ‘평가’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둘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단원’은 지식정
보처리역량의 요소인 ‘수집’, ‘분석’, ‘조직’, ‘선택’, 
‘평가’의 5가지 요소가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었다. 

셋째, 개별 단원의 과학 탐구 활동을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수집’이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분석’, ‘조직’, ‘선택’, ‘평가’ 순으로 나타났
다. 3~4학년은 5~6학년에 비해 ‘평가’에 해당하는 탐
구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다. 

넷째, 개별 단원의 ‘과학과 생활’단계의 STEAM 활
동의 일부에서 5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학 
탐구 활동의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는 고르게 구성되
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평가’ 요
소가 가장 부족하고, 3~4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평
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보아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고려한 결
과로 보인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과 측정이 많이 강조되었다는 사실(Kim, 2010)로

학년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 합계
3학년 59 56 3 21 22 161
4학년 56 54 0 21 22 153
5학년 59 55 5 20 19 158
6학년 56 53 6 24 23 162
합계
(%)

230
(36.3)

218
(34.4)

14
(2.2)

86
(13.6)

86
(13.6)

634
(100)

Table 5. Analysis of elements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e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by grades

Figure 2. Analysis of element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e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by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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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초등학생에게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탐구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찰과 측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 중 ‘수집’과 ‘분석’에 해당하
므로 예전부터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가 ‘수집’과 ‘분
석’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단원에 비해 
학년별 교과서의 첫 단원에 제시된 ‘탐구단원’에 5가
지 요소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므로, 과학 교과서에
서 지식정보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 ‘탐구단
원’에 대한 교수·학습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과학 교과서의 지
식정보처리역량 요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먼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지식정
보처리역량을 기를 수 있는 탐구 활동을 많이 개발해
야 한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정보처리역량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과학 교과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된 활동이 요구된다. 나아가 과학 교과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학 탐구 모형이
나 과학 수업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수업 모
형 개발과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
게 필요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
업이 학교에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 과
학 탐구 활동에 나타난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처리역량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였고, 지식정보처리역량 분석 
틀을 구안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 8
권을 분석 틀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첫째,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수집’, ‘분석’, ‘조
직’, ‘선택’, ‘평가’의 5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학 탐구 활동의 지
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는 고르게 구성되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
학 탐구 활동은 지식정보처리역량 5가지 요소 중 
‘수집’, ‘분석’에 치우쳐 있었으며, ‘조직’, ‘선택’,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초등
학교 과학 교과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기르기 위
한 과학 탐구 모형이나 과학 수업 모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지식정보처리역량, 초등학교, 과학탐구, 과
학 교과서, 과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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