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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제 6차교육과정에서사용되고있는고등학교화학I교과서의 내용이 二L 교과서 

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인지요구도 측면에서 적절한가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 교과내용을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학습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이 

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에서 개발된 교과내용 분류틀(CAT)을 사용하여 3종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논리유형별 형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논리적 사고력 검 

사지(GALT 축소본)를 사용하여 서울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8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인 

지수준 조사결과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형식적 조작 수준 46.3%, 과도기 43.0%, 구체적 

조작 수준 10.7%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인지요구도 수준 분석 결과는 출판사별로 대동소이하였으며 , 대부 

분의 개념들이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로 나타났다. 후기 형식적 조작 수준을 요구하는 개념으로는 원자 

량과 분자량',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원소의 주기적 성질，등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장 교사 

들에게 어떤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어려운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학습전략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교과내용의 인지요구도를 낮추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누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more effective chemistry teaching strategy 
through analyzing the demanded cognitive levels of contents in high school chemistry I textbooks and the cog
nitive levels of students who learn these textbooks. For this purpose, the levels of cognitive development stages 
of 821 second grade students of high schools in Seoul City were analyzed using the GALT short version test. 
The demanded cognitive levels of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chemistry I textbooks in high school were ana
lyzed using the curriculum analysis taxonomy developed by CSMS (Concept in Secondary Mathematics and 
Science) program of the Great Britai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students in the concrete oper
ational stage, the transition stage, and the formal operational stage was 10.7%, 43.0% and 46.3%, respectively. 
The demanded levels of textbook contents were mostly the early formal operational stages. The concepts 
demanded the level of the late formal operational stage were 'atomic and molecular weight', Stoichiometry of 
chemical reaction1, and 'periodic properties of elements*. Th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teachers in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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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ncepts are difficult for students to understand and in planning strategies for teaching those concepts. 
To demonstrate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n example of developing teaching strategy 
which includes the adjustment of cognitive level of contents was shown.

서 론

과학 교육의 목적은 미래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유용한 과학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러한 과학 교육의 목적이 보다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필요하고 과학적 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충분한 이해 및 적절한 교수 방안이 

요구된다. Hou앙阱 Piper1 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 

도와 성취도간에 의미 있는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 

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목에 비해 

홍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윤찬섭은 

서울 지역 중 • 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이들의 80~85%가 과학 수업을 어려워한다고 보 

고하였다.2 또한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276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80%의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싫어하고, 교과서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년이 높아 

질수록 더 심해지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心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과학 

수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 심 

리학을 바탕으로 한 Piaget*1의 지적 발달 이론에 의하 

면 과학 학습 과제를 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게 

선정하여 적용시켜야 보다 효율적인 과학 학습이 이루 

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들의 뚜렷한 인지 발달 

단계의 존재는 과학 학습 과제의 발달 단계별 분류와 

제시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지적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 개념 이해를 위한 인지요구도와 학생들 

의 인지수준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a”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실제 과학 학습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과학 학습 과제는 주로 

교과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학 교사의 90%가 수업내용을 주로 교과서 

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 수준 

이 학습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배우는 학생들 역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나라 학 

생들의 인지수준에 비해 과학 교과서 내용의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a 또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분량도 많아지 

는데,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교과서 난이도의 불균형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해져 과학에 대한 학업 성 

취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 

준의 교과서 및 수업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어떤 부분 

이 왜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것 

인가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 

떠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개념 이해에 필 

요한 인지요구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영국의 Shayer와 Adej"가 개발한 교과내용 분류틀인 

CAT(Curriculum Analysis Taxonomy)를 활용할 수 있 

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제 4차와 제 5차 교육 

과정에서 사용한 중학교 1, 2, 3학년 과학 교과서 중 

화학 영역과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인지요구도를 분 

석한 연구들이 있다.3"。

1995년부터 실시된 제 6차 교육 과정은 이전의 과 

학 교과내용이 학문 중심적이고 실제 생활과 연관성이 

적으며 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적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탐구적, 통합적이며 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새로 

개정된 과학 교과서는 인지요구도 측면에서 그 수준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절한가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업전략을 통 

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를 알아 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ayer와 Adey의 CAT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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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 6차 교육 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화학I 교 

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인지수준을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이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의 인지수 

준을 조사하고, 교과서의 인지요구도와 비교해 봄&로 

써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비해 어렵게 서술된 부분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모형의 예시 

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이 다양한 인 

지수준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교과내용을 

가르칠 때 본 연구내용을 참고로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는 수업 방안을 세워 효율적인 과학 학습이 이루어 

지게 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본 연구진에서는 중학교 

과학 1, 2, 3 교과서와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에 대 

해서도 동일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학습자들의 인지수준 검사. 검사 대상은 인문계 고 

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으로 서울의 강남지 

역(3개 학교)과 강북지역(4개 학교)에서 남녀 각각 4학 

급씩 총 16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생 수 

는 남학생 429명과 여학생 392명으로 총 821명이었다.

검사는 GALT 축소본(Gro叩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short version)”을 사용하여 1997년 2학기 

에 해당 학교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 시간 

은 50분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의 채점과 인지수준 분 

류 및 논리유형별 형성정도의 분석은 선행연구의 방법 

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화학I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 분석.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 시용되고 있는 고등학 

교 화학 I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행 화학 I 교과서 12종 중에서 3종(두산동아, 

교학사, 한샘출판(주))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교과서 내용 분석에 사용된 교과내용 분류틀(CAT) 

은 영국의 CSMS(Concepts in Secondary Mathematics 

and Science)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개의 분류 

틀로 구성되어 있다」。분류틀 [(Taxonomy 1: Different 

aspects of the children's interaction with the world) 
은 일반적 사고 인지수준 분류틀로서 아동들이 이해하 

려 하는 외적인 자극, 즉 주위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평형 작용(equilibration)에 의해서 형성된 일반적 

인 특성 (content free)의 인지수준에 대한 분류틀이다. 

아동들의 일반적인 정신 활동을 6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들의 행동과 

사고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분류틀 2(Taxonomy 2: De- 

velopment of different 'schemas' required for under
standing of the science)는 과학적 사고 인지수준 분 

류틀로서 앞의 일반적인 인지 특성에 대한 분류틀 1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사고 유형 (patterns of thinking)으 

로 과학의 구조와 탐구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 

적인 기초 논리 9개 범주에 대한 것이다. 이 9개 범 

주는 논리와 사고의 기본 형태이며, 과학자들이 인식하 

고 있는 과학적 사고의 정체와 같은 것으로서 각각 

인지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서술하고 있다. 

분 异틀 3(Taxonomy 3: The games of chemistry)은 

화학내용 이해 인지수준 분류틀로서 화학이라는 특수 

상황(chemistry content)의 총 10개 주제에 대하여 서 

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틀 1은 세 가지의 분류틀 중 모든 교 

과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분류틀이고, 분류틀 2는 과학 교과 영역, 분류틀 3은 

화학 교과 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분류틀 1, 2, 3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분류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본지에 소개되 

었으며 ,23 그 적용 실례도 소개된 바 있다.””

교과서 분석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은 분석의 객관성 

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 분야의 교수 2명과 교사 5명 

으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 분석을 위해서 먼저 

고등학교 화학I 교과서의 교과내용에 대한 주요 개념 

들을 각 교과서별로 추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출 

된 주요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 세분화된 개념이 

요구하는 인지요구도 수준을 CAT 분류틀에 근거하여 

초기 구체적 조작 수준(2A), 후기 구체적 조작 수준 

(2B),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3A), 후기 형식적 조작 

수준(3B)2로 분류하였다.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하여 연구자 7명 전원이 독립적으로 각각 판정을 한 

후, 판정 근거와 판정 결과를 서술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때 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판정 근거에 대한 연 

구자 전원의 토의를 거쳐 결과를 단일화하였다. 또한 

교과서 전체 분량에 대해 그 개념이 차지하는 분량을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 한 면쪼)을 1.0必로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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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함께 기록하였다.

연구결과및고찰

학습자들의 인지수준. GALT 축소본으로 검사한 인 

문계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들의 인지수 

준 분포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은 조사 대상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조사 대상 전체에 대 

하여 구체적, 과도기, 형식적 조작 수준이 각각 10.7 

%, 43.0%, 4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이 대부분 과도기 및 

형식적 조작기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형식적 조작 수준에 이른 학생이 조 

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박종윤과 강순희”에 의해 1993년에 GALT 완본으 

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 • 사회 

과정 학생들의 구체적, 과도기, 형식적 조작 수준은 각 

각 18.7%, 57.0% 그리고 24.3%였다. GALT 완본으 

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GALT 축소본으로 조사한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 

구보다 학생들의 인지수준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강순희 등"이 이 

미 논의한 바 있다.

학생들의 논리유형별 형성정도는 Table 2와 같다.

6가지 논리유형 중에서 형성률이 가장 높은 논리는 

조합 논리로서 남녀 전체로 볼 때 84.0%이며 과도기 

와 미형성률은 각각 10.4%와 5.6%이다. 선행연구'어】 

서는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의 경우 조 

합 논리의 형성률이 25.4%로로 나타났다. 6가지 논리유 

형 중 제일 낮은 형성률을 보인 논리는 상관 논리로 

서 전체의 경우 36.3%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과도기 수준은 11.8% 뿐이며 나머지 51.9%의 

학생들은 미형성 수준임이 나타났다. 나머지 네 가지 

논리인 보존 논리, 비례 논리, 변인통제 논리, 그리고

Table 1.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들의 

인지수준 분포

구분
인원수 

명）

구체적 조작기

（%）

과도기

（%）

형식적 조작기

（%）

남자 429 11.9 39.2 48.9
여자 392 9.4 47.2 43.4
전체 821 10.7 43.0 463

Table 2.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들의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구분

성
 도
 

형
 정 보존

논리

비례

논리

논리유형

변인통제 확률 상관 조합

논리 논리 논리 논리

형 성 48.5 66.2 66.9 73.4 40.3 79.7
남자 과도기 37.5 21.9 18.6 13.3 11.9 12.1

미형성 14.0 11.9 14.5 13.3 47.8 8.2
형 성 36.5 64.8 기 .9 75.5 31.9 88.8

여자 과도기 52.5 26.3 17.4 12.8 11.7 8.4
미형성 11.0 8.9 10.7 11.7 56.4 2.8
형 성 42.8 65.5 69.3 74.4 36.3 84.0

전체 과도기 44.7 24.0 18.0 13.1 11.8 10.4
미형성 12.5 10.5 12.7 12.5 51.9 5.6

확률 논리의 형성률은 남녀 전체의 경우 각각 42.8%, 

65.5%, 69.3%, 그리고 74.4%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 분석 결고卜. 제 6 

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I 교과서 12종 중 3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화학 내용에서 공통된 개념을 추 

출하였다. 공통으로 추출된 개념은 총 11개의 주요개 

념으로 나누었고, 주요개념의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개념을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 순서대로 

세부개념으로 나누어 교과서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분석하도록 하였다.

11개의 주요개념과 세부개념은 1. 원자모형（물질의 

구성입자, 원자（설）에 관한 기본법칙 , 원자구조와 원자 

모형의 변천, 분자개념의 도입）, 2. 원자량과 분자량, 

3. 몰, 4. 화학반응식（화학식,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 5. 원소와 주기율（전자배치 

와 원소의 성질, 주기율과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적 성 

질）, 6. 이온결합, 7. 공유결합, 8. 산과 염기, 9. 산화 

와 환원, 10. 무기화합물（물, 공기, 금속, 황과 질소화 

합물）, 11. 유기화합물（간단한 탄소화합물, 탄화수소의 

유도체, 고분자화합물, 생활과 의약품） 등이다.

교과서 내용의 자세한 분석 결과는 너무 방대하여 

모두 수록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를 참 

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주요개념 중의 하나인，화 

학반응식'의 세부개념인 화학식，에 대한 분석 결과만 

Table 3에 제시하였다. 표의 첫 번째 칸에는 주요개념 

을 적었고 세부개념은 필요한 경우에 교과내용의 인지 

요구도 수준 분석란인 판정 근거란 왼쪽 아래의 교과 

서 분석 내용란에 원문자 번호를 붙여 적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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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화학식，에 대한 교과내용 분석의 실례(두산동아, 화학I)

주요 판정근거 총괄 교과서

개념 교과서 분석내용 분류틀의 해당 福 판정 면수

① 화학식

•실험식이 사용되는 경우｛분자식을 사 

용하여 나타낼 수 없는 경우예를 들 

면 철, 다이아몬드, 이온화합물-또는 

탄화수소 화합물(2 : 2와 6 : 6은 모두 

1 : 1의 관계에 있음을 안다) ｝를 기술하 

고 그 적용 예를 보여준다. 특히 이온 

화합물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화하 중성임을 고려하여 '양이온의 수X양 

이온의 전하+음이온의 수*음이온의 

전하=o, 과같은일반식을실험식을구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식을 명명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다. 실험식의 몇 가지 예를 명칭과 

함께 보여준다(1.4-3AV1.5-3A/2.2-3A/ 
2.3-3A/ 2.4-3A).
• 구조식과 시성식의 정의를 그 적용 

예를 보여주며 설명한다(1.4-2B).

1.4 형식적 모형은 그 자체의 규칙을 가지는 가상의 계 

로부터 연역적인 비교를 통하여 실체를 간접적으로 해 

석하는 것이다(3A).
1.5 일반화. 광범위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분 

류 조작을 사용한다. 부피 =가로X세로X높이 와 같은 

일반식을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 

다 (3A).
2.2 간단한 정수비가 관련된 추론을 할 수 있다. 예) 2
Kg에 1200원 짜리와 3 Kg에 1500원 짜리 중 어느 것

이 더 싼 지를 알 수 있다(3A). 3A 3.5
2.3 평형 상태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독립변수의 비 

가 3/2, 1/4, 3/4과 같은 간단한 정수비라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것이다(3A).
2.4 구체적 일반화. 각 단계가 한정된 수 상에서 하나 

의 한정된 계산일 때만 V니 bh 또는 W,H户WJL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닫힌 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3A).
1.4 모형은 단순화된 1:1 대응의 사전적 정의 (실체의 

특성, 성질을 대신 나타냄)를 갖는다(2B).

교과서 분석 내용란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 

하고 각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 근거를 제시하였 

다. 판정 근거로 나타낸 14-3A를 예로 들면 분류틀 

1의 14 모형(모델)의 사용에 의해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3A)으로 판정하였음을 의미한다. 판정 근거란의 

오른쪽에 있는 분류틀의 해당 내용란에는 분석에 사용 

된 분류틀의 해당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리고 

판정근거 다음란에는 세부적 인 판정 근거들을 종합하여 

총괄판정 수준을 적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주요개념이 

차지하는 교과서 면(쪽)수를 적었다.

Table 3에 나타낸 내용을 예로 들어 분석과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자식과 실험식은 그 자체가 물질을 나타내 

는 가상의 체계이므로 이는 '1.4 모형의 사용을 이용 

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이때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3A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온 화합물의 경우 실험식을 구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이 되어야 함을 이용하여，양 

이온의 수X양이온의 전하+음이온의 수X음이온의 전 

하=0'과 같은 일반식을 사용할 수 있으旦로 분류틀 1 

의 *1.5 범주화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3A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으 

려면 수리적 조작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분류틀 2의 

*2.4 수리적 조작，에 의해서도 판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A에 해당한다.

탄소화합물의 경우 GH와 의 두 화합물에서 

C:H의 비가 1: 1로 실험식이 같음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비례 논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 

류틀 2의 22 비례 논리，를 사용하여 3A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CAT로 분석한 교과내용 인지요구도 수 

준은 GALT로 검사한 학습자의 인지수준과 비교하여 

어떤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수준에 비하여 높게 서술되 

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 교과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이 학습 

자의 인지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그 교과내용을 학습 

자의 인지수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과내용의 분 

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요구도 수준이 학습자의 인지수준에 비해 높은 경 

우, 이 개념의 학습에 적절한 수업모형을 선택하여 

CAT 분류틀을 사용하여 인지요구도 수준을 낮추어 교 

과내용을 재구성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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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용의 개념별 총괄판정 결고卜. 앞에서 고찰 

한 세 교과서의 개념별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비교 

해보기 위하여 각 개념에 대한 총괄적인 판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는 화학I 교과내용의 분석 결 

과를 각 개념별로 교과서에 따라 서술된 수준을 비교 

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총괄판정에 큰 의미를 부여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총괄판정 결과가 Table 4와 

같다 하더라도 각 개념에 관련된 교과내용 전체가 이 

총괄판정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념에 대해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요구 

도 수준의 총괄판정 결과가 3B라 하더라도 그 개념에 

대하여 교과내용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3B 수준으 

로만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념을 서술해 놓은 

부분적인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이 각각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교과내용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개념에 대해 세 교과서 

모두 같은 총괄판정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 

인 판정 내용이나 판정 근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 

로 전체적인 총괄판정은 그 의미가 크지 않으며 다만 

연구 결과를 한 눈에 정리하기 위한 요약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각 

개념별 교과서 분량 가중 사고력 수준 평균치를 총괄 

판정 결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생각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각 개념별로 세부적인 판정 내용이나 

판정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에 상 

세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严

총괄판정 결과 각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 

지요구도 수준이 3B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공통적 개 

Table 4. 화학I 교과내용 인지요구도 수준 분석의 개념별 총괄판정 비교

주요개 념 -
개념별 인지수준 교과서 쪽수（쪽）

동아 교학사 한샘 동아 교학사 한샘

① 물질의 구성입자 - 3A 3A - 2.0 4.0

1 이 •시 n 숙」
② 원자（설）에 관한 기본법칙 3A/3B - - 3.2 - 一

1. 넌자 노영
③ 원자구조와 원자모형의 변천 3A 3A 3A/3B 8.6 3.5 9.2
④ 분자개념의 도입 3B - - 4.6 - -

2. 원자량과 분자량 3A/3B 3A/3B 3A/3B 4.0 3.0 2.5

3.몰 3A 3A 3B 1.0 1.0 1.5
① 화학식 3A 3A 3A 3.5 3.0 2.5

4.화학반응식 ②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 3A 3A 3A 4.0 2.0 3.5
③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3B 3A/3B 3B 3.4 3.0 2.0
① 전자배치와 원소의 성질 3A 3A 3A 6.5 4.0 3.0

5. 원소와 주기율 ② 주기율과 주기율표 3A 3A 3A 7.6 4.2 8.0
③ 원소의 주기적 성질 3B 3A/3B 3B 4.0 3.0 4.0

6. 이온결합 3A/3B 3A 3A 7.1 5.0 8.5

7.공유결합 3A 3A 3A 8.0 7.5 9.0

8. 산과 염기 3A - 3A 1.0 - 0.4

9. 산화와 환원 3A 3A 3A 2.1 4.0 0.6
①물 2B/3A 3A 2B/3A 7.2 13.0 7.5

10. 무기 화합물
② 공기 3A 3B 2B/3A 6.0 10.6 8.0
③ 금속 3A 3A 3A 9.0 12.2 7.5
④ 황과 질소화합물 3A 3A 3A 7.6 16.0 8.5
① 간단한 탄소 화합물 3A 3A/3B 3A 12.2 9.3 13.5
② 탄화수소의 유도체 3A 3A 3A 10.2 12.6 8.0

11. ~rr 기 화합눌
③ 고분자 화합물 3A 3A 3A 9.2 10.0 14.5
④ 생활과의약품 2B 2B 2B/3A 9.0 9.3 10.5

교과서 쪽수 합계（쪽） 139.0 138.2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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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는 원자량과 분자량，,，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 

계，,，원소의 주기적 성질' 등이 있고, 나머지 개념들 

은 대체로 3A 수준을 요구하며 교과서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와의 비교 제 5차 교육과 

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 • 사회과정 힉생들은 '과 

학11（하），교과서를 사용하였는데 , 이에 대한 교과서 내 

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I 교과서와 과학 

11（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화학I 교과서에는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이온결합 및 공유결합, 무기 

화합물（물, 공기 , 금속, 황과 질소화합물）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반응속도, 화학평형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두 교과서의 공통되는 개념에 대해 교과서의 내용 서 

술 수준에 대한 총괄판정의 결과를 간략히 비교해 보 

면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두 교과서의 총괄판정 결과는 서로 비슷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내용은 3B, 2B에서 3B, 3A 수준으로 다소 높 

아진 반면, 몰', 원소와 주기율', '유기화합물'의 내용 

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화학I의 

교과내용이 과학11（하）의 교과내용에 비해 다소 이해하 

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개념에 대한 총괄판정 결과가 

Table 5. 제 5차 교육과정의 과학11（하） 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

주요 

개념
제 5차교육과정 （과학11（하）: 동아서적 ） 제 6차 교육과정 （화학I： 두산동아）

원자 

모형

돌턴의 원자설을 이용하여 화학의 기본 법칙들을 설명하고 원 

자의 구성입자 및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3A로 판정되어 있고 아 

보가드로의 분자설로 기체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3B로 판 

정되어 있다.

5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판정된다.

원자량과 

분자량

원자량의 기준을 설명하고 동위원소의 싱대 적 존재비로 원자 

량을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의 합 

이 그 분자의 분자량이며 실험식과 분자량을 통해 분자식을 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3B로 판정되었고 화학식량은 원자량의 합 

으로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B로 판정되어 있다•

원자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은 5차에서와 같 

이 3B로 판정되었으나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 

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한 싱대적 질량의 

평균값이므로 질량수와는 달리 정수로 나오지 

않음을 설명하며 그 계산과정（질량 백분률）을 

3 A로 판정하였다.

몰

1몰의 개념을 설명하고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기체의 분자량을 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3B로 판 

정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 다루지 않고 V보충심화〉란에서 

다루며 1몰을 아보가드로수 만큼의 집단을 뜻하 

는 한 단위로 설명함으로써 3A로 판정하였다.

화학식의 정의에 대해서는 3A로 판정되었고 각 물질의 화학 

식에 관련된 몇 가지 규칙에 따라 화합물의 이름을 결정하는 내 

화학 용에 대해서는 3B로 판정되었다. 또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 및 

반응식 알짜이온반응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3A로 판정되었으며 여러 가 

지 화학반응에 대한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몰 관계 ; 분자수, 질 

량, 부피 등）및 그 계산에 대해서는 3B로 판정되었다•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인을 전자의 에너지 준 

위로 설명하며 보어의 원자모형으로부터 에너지 준위가 다른 여 

원소와 러 개의 전자껍질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각 전자껍질에 배치될 

주기율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설명함으로써 3B로 판정되었다. 또 원소 

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원자반지름, 전자배치, 이온화에너지, 전 

자친화도에 대해 각각 3B로 판정되어 있다.

탄화수소의 정의를 제시하고 탄소와 탄소원자 사이의 결합종 

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3A로 판정되었으나 탄화수소에 대한 

유기 입체모형 제시, 간단한 화학반응에 대한 설명 , 벤젠의 구조와 성 

화합물 질을 케쿨레 구조식 , 공명구조식 , 분자모형으로 설명하는 부분 

등과 탄화수소 유도체의 분류 및 화학반응에 대한 설명은 3B로 

판정되었다.

5차와 마찬가지이나 화합물 명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화학반응의 양 

적 관계 및 그 계산에 대해서는 역시 3B로 판 

정하였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인과 전자배치의 

규칙에 대해 형식적 모형으로 설명하나 구체적 

모형의 비유를 사용하여 3A로 판정하였으며, 원 

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원자반지름과 이온화에너 

지에 대해서는 역시 3B로 서술하고 있다（녹는 

점이나 전자친화도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간단한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의 유도체 및 

고분자화합물에 대해서는 3A로 판정되나, 생활 

과 의약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식 

으로 간단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2B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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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라 하더라도 그 개념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3A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괄판정의 

결과 비교는 대략적인 비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교과내용 재구성 방안의 예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들의 평균 

적 인지 발달 수준은 형식적 조작 수준에 이른 학생 

들이 46.3%, 과도기 및 구체적 조작 수준의 학생들이 

각각 43.0%,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배우는 화학I 교과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은 

'원자량과 분자량',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 원소 

의 주기적 성질' 등의 개념이 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 

로 후기 형식적 조작 수준(3B)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개념들은 출판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대체로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3A)을 요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 조작기나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은 

3B 수준의 개념뿐만 아니라 3A 수준의 개념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도 3B 수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데는 어 

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학생들의 인지수준 

에 따라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3B 수준으 

로 판정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이온화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이용 

하여 교과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이온화에너지의 주기 

적 성질에 관한 인지요구도 수준을 살펴보면 Table 6 

에 제시한 바와 같이 3A와 3B 수준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조작기나 과도기에 있는 학 

생들에게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3B 수 

준의 개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감안하여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을 

낮추어 교과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견학습 수업모형을 사용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한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온화에너 

지의 주기성에 대한 개념은 제시되는 자료들의 경향성 

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규 

칙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견학습 수업모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학습지도 

안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새로 구성한 학습지도안의 인지요구도 수준의 

분석 결과(7况讹 7)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 

게 재구성하였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본 연구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단계인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온화에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로부터 도입을 하여 흥 

미를 유발하였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을 분류틀 '1.4 모형의 사용，을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단순한 1:1 대응 모형으로 자석과 클립의 관계를 제시 

함으로써 모형의 사용을 3A 수준에서 2B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를 떼어 

내는 것이 수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형식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자석으로부터 맨 마지막 클립을 떼어내 

는데 클립이 여러 개가 붙은 쪽이 떼어내기가 더 수 

월한 것에 비유하여 힘이 작용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Table 6. 이온화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

교과서 내용 판정근거

① 이온화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서술한다(1.4- 
3A).
② 원자번호에 따른 이온화에너지의 그래프로부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에 너지가 증가 

하는 반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진 

다는 사실을 해석한다(2.9-3A).
③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는 전자껍 질 수는 같지만 원자핵

의 증가에 기인하며, 같은 족에서의 변화는 전자껍질의 

증가에 기 인함을 원자구조 내부의 전자껍질 구조와 양성

자와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관계로부터 설명한다 C.4 원소와 화합물들의 성질을 서로 연결짓고, 또한 원자구조와 연 

(I.2-3B/ 1.4-3A/ C.4-3B). 결짓는 복합적 분류체계로서의 주기율표로 설명한다(3B).

1.4 그 자체의 규칙을 가지는 가상의 계로부터 연역적인 비교를 

통하여 실체를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형식적 모형을 사용한다. 이 

수준에서는 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정량적인 관계가 간단하지 않을 때는 정성적인 추론만 가능하다 

(3A).
2.9 그래프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한 해석을 할 수 있다 

(3A).
1.2 실체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 모형(수학적이거나 

내적인 물리적 구조)을 사용할 수 있다(3B).

1999, Vol. 43, No. 5



586 康唯雌•朴鍾倫•鄭知谀

Table 7. 이온화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 재구성한 학습지도안의 인지요구도 수준

단 계

추상적 개념인 이온화에너지에 대해 자석으로부터 클립을 떼어 

내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1:1 대응 모형을 사용하여 도입을 유도

탐색 및 하였다(1.4-2B).
문제파악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수월한 이유 

단계 를 형식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자석과 클립의 비유로부터，거 

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하다'라는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 

다 (1.2-2B).

학습지도안 내용 판정 근거

1.4 단순한 1:1 대응 모형의 정확한 정의를 갖 

는다(예, 자동차 변속기 )(2B).
1.2 즉, 그 이유는 형식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상관관계나 범주를 설명하는 것이다.，산 

을 가하면 pH는 낮아진다，와 같은 일반적인 

구체적 조작기의 도식 (schemas)에 따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2B).

자료제시 주기율표상의 1족과 2주기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상대적으로 1.4 단순한 1:1 대응 모형의 정확한 정의를 갖 

및 관찰 단순화시킨 1:1 대응 모형으로 비교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도 는다(예, 자동차 변속기)(2B).
탐색 단계 록 하였다(1.4-2B).
추가자료 원자번호에 따른 이온화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여 같 

제시 및 은 주기 내에서는 단지 그 경향성만을 확인하도록 하며, 같은 족 

관찰탐색 내에서도 실제로 1족에 있는 Li, Na, K 등의 원소들을 찾아 이 

단계 온화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만 하도록 하였다(2.8-2B).

규칙성 

발견 및 

개념정리 

단계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는 원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전자껍질 

과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두 변인을 함께 고 

려하지 않고 단지 앞에서 제시한 원자 반지름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이용하여 주기율표상에서의 이온화에너지의 규칙 

성을 설명한다. 즉 'L2 사건에 대한 추리，에 의해 이온화에너지 

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를 형식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 

고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원자 반지름이 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이 작아진다. 원자핵과 전자사이의 인 

력이 작아지면 이온화에너지가 작아진다(1.2-3A).

2.8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른 모든 경우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지 적은지를 눈으로 확인하 

는 것 외에는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방법도 구사하지 못한다(2B).

1.2 구체적 schemas로 정립된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를 찾는다. 간단한 형식적 모형을 설 

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3A).

발저 口］ 나트륨의 1차 이온화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에너지가 크다는 것 1.4 그 자체의 규칙을 따르는 가상의 계로부터 

적g다言 을 예측하게 하는데, 그 이유로 상관관계 대신 원지핵과 전자 사 연역적인 비교를 통하여 실체를 간접적으로 해

이의 거리 차이로 설명한다(1.4-3A). 석할 수 있는 형식적 모형을 사용한다(3A).

힘이 약하다，는 상관관계를 사용함으로써 '1.2 사건에 

대한 추리 에 의해 역시 2B로 낮추었다.

둘째, 자료제시 및 관찰탐색 단계에서는 주기율표상 

의 1족과 2주기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을 상대적으로 

단순화시킨 모형으로 비교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한 모형은 그 자체의 규칙을 갖는 

형식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상대적 비교를 위한 단순한 

1 : 1 대응 모형이므로 1.4의 2B 수준에 해당하는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료추가제시 및 관찰탐색 단계에서는 같은 

족 내에서 그리고 같은 주기 내에서의 이온화에너지 

값을 실제로 제시하고 그 경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넷째, 규칙성 발견 및 개념정리 단계에서는 원자번 

호에 따른 이온화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원자번호의 증가에 따른 이온화에너지의 

경향^을 그래프 내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해석을 하지 않고, 같은 주기 내에서는 단지 그 경향 

성만을 확인하도록 하며 같은 족 내에서도 실제로 1 

족에 있는 Li, Na, K 등의 원소들을 찾아 이온화에 

너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만 하도록 함으로써 *2.9 

측정기술'의 3A를 *2.8 상관 논리，의 2B로 수준을 낮 

주었다.

또,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는 원인을 정리하는 과정 

에서는 전자껍질과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앞에서 제 

시한 원자 반지름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이 

용하여 주기율표상에서의 이온화에너지의 규칙성을 설 

명한다. 즉 '1.2 사건에 대한 추리에 의해 이온화에너 

지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를 형식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3B를 3A 수준으 

로 낮추었다.

다섯째, 발전 및 적용 단계에서는 1족 원소인 나 

트륨의 2차 이온화에너지가 1차 이온화에너지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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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상관관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껍질이 없어짐으 

로 인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 

졌다 라고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C.4 원소와 원자설， 

의 3B 수준을 14 모형의 사용，의 3A 수준으로 

낮추었다.

결론 및 제언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화 

학I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수준을 

교과내용 분류틀로 분석하고, 이 교과서를 배우는 학 

생들의 인지수준을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과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본 연구에서 조사한 821명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 

년 인문 • 사회과정 학생들의 인지수준 분포는 구체적 

조작기 10.7%, 과도기 43.0%, 형식적 조작기 46.3% 
로 대부분이 과도기나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유형별 형성정도는 보존 논리, 비례 논 

리, 변인통제 논리, 확률 논리, 상관 논리, 조합 논리 

가 각각 42.8%, 65.5%, 69.3%, 74.4%, 36.3%, 84.0 
%로 나타나 보존 논리와 상관 논리의 형성정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다.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인지수준은 학교별, 성별 

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같은 학급의 

학생들도 인지수준에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학습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인지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는 가르칠 대상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교사 자신이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세 종류의 화학I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판 

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는 개념별로 조금 

씩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하였다. 그 

리고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교과서와 비교해 본 

결과 인지요구도 수준이 높아진 개념도 있고 낮아진 

개념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인지요구도는 크게 달라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화학I 교과서의 주요 개념들 중에서 세 교과서 모두 

3B 수준을 요구하는 개념은 원자량과 분자량, 화학반 

응에서의 양적 관계,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등으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개념들은 출판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대체로 3A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구체 

적 조작기와 과도기에 있으므로 이 학생들에게 3B 수 

준을 요구하는 개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3)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교과서 내용의 인지요구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의 종합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논리유형 또는 인지수준과 그 내 

용을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논리유형 또는 인지수준을 

각 개념별로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한 실제 

수업전략을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이온화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요구도를 낮추 

는 예시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을 누〒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중등학교 화학교육에 대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과서 내용 수준 분석에 사용한 

교과내용 분류틀(CAT)의 세 가지 분류틀은 Piaget 이 

론에 친숙하지 않은 현장교사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실제 수업전략을 작성하는데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CAT 사용이 어렵거나 시 

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지수준은 학교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의 인지수준 및 논 

리유형별 형성정도를 GALT 검사지로 파악할 것을 권 

장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고, 적합한 수 

업전략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자들의 인지수준과 서술된 과학교과서 내 

용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인지요구도 수준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 

하여 가르친다면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 

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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