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1, Vol. 45, No. 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화학분야의 

수준별 학습지도안 연구

嚴禹鎔* •李長玄十•金靖城§ •尹文瑛*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十평택대학교 교양학부 

沖구대학교 화학교육과 

한양^학교 화학과 

(2000. 7. 10 접수)

A Study on a Lesson Plan for Middle School Chemistry by the 
Curriculum Differentiation on the Basis of Students9 Academic 

Characteristic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Wooyong Eom，, Chang-Hyun Lee', Jung-Sung Kim§, Moon-Young Yoon*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705-701, Korea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Pyongtak University, Pyongak 450-701, Korea

'Department of Chemical Education, Taegu University Kyungsan 713-714, Korea 
Department of Chemistry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Received July 10, 2001)

요 약.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학습의 핵심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나누어 학습을 하는 것 

이다. 이는 수준별 심화 • 보충형 학습으로 특징지워지는데,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 이 

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과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성과 제한점을 분석종！■고, 수준 

별 학습에 적합한 학습유형을 제시하며, 이들을 토대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취지에 적합한 과학과의 학습지도 

안 작성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화학분야의 한 단원을 선정하여, 수준별 심화 • 보충학습을 

위한 학습지도안의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basic tenet of science education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stu
dents is teaching by learner's academic levels. It is a kind of new approach to both of teachers and students, 
but there has been little preparation in school fields for the new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of the approach, and suggested the types of learning methods for the approach. 
And then this study explored the guidelines for writing a lesson plan for the science education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pecifically, this study presented an example of lesson plan for a unit of middle school 
chemistry.

문제의 제기

교육부는 1997선 12월 30일자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 고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둥 

학교는 2000년, 중학교는 20이년, 고둥학교는 2002년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질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 

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향은 기존의 교수 (teaching) 중심에서 학습 (learning)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이 전환되어 지고 있는 시대 

적 요청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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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학습자 중심이란 학습단계에 맞고 학습자 

의 성장에 필요한 객관적 지식과 요구를 선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육내용을 개인의 적성에 맞도록 제공해 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교사 중심으로 계획되어 

왔던 학교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특히 학습자의 소질이나 적성을 

개발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있었다. 따라서, 학습자 중 

심의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진로, 특기, 취 

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을 의미하고, 학습자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습자 

의 학습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개 

인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 교 

육의 기본 원리이기는 하지만, 현행 학교교육의 현실 

을 고려할 때 ,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일일이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 

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차 

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교교 

육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하기 위 

하여 도입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계발하고 교육의 효율 

성을 갖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전개하기 위 

한 수단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이러 

한 제7차 교육과정은 그 기본 성격이 과거의 교육과정 

과는 다르며,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감 

을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 

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과 함께 이에 적합한 학습 교재와 교수-학 

습자료가 연구 •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 

과 학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초로써,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적합한 학습지도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 

시하는 과학과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과학과 

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학습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중학교 화학분야에 대한 수준별 학습지도안의 

예시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적합한 학습 

지도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과학과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2001년부터 중학교에 적용되어질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육을 통해 단순 기능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자 

기 주도적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심화 • 

보충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과학은 3학년부터 10학 

년까지 訓］ 학년에 걸친 교육과정이므로 학년별, 과목 

별 연계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구되었다.1

과학교과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포 

함하되 학습자들의 수준, 흥미 및 관심에 초점을 맞추 

었다. 교육과정 각론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내용의 축소, 

학교학습간의 연계성 확보, 내용의 제시방법 및 단원수 

의 점진적 변화, 심화 • 보충 교육과정 개발, 일반 선택 

및 심화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 

에 비하여 전문적인 면은 줄이고 난이도가 낮으면서 일 

상 소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호기심 유발을 

극대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과학과 제7차 교 

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심화 • 보충형이다. 심화 • 

보충형 교육과정이란 매 시간의 과학 시간마다 심화 수 

준과 보충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 

음에 모든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본 공 

통과제를 학습한 후에, 우수 학습자에게는 심화학습을 

적용하고 부진 학습자에게는 보충학습을 적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심화 • 보충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과학과의 수 

업 시수의 편성이 기존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진 

다. 예를 들어, 6학년과 闵년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 

된 과학 수업시수는 단원별로 &시간 정도이므로 6~7시 

간은 모든 학습자에게 기본 공통과정을 학습하도록 하 

고, 1〜2시간은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을 같은 수업시간에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8~10학년까지는 단원별로 과 

학 수업시수가 16시간이 되며, 기본과정으로 12~14시간, 

심화•보충 과정으로 2~4시간을 배당할 것이 예상된다.2

과학과 학습의 심화 • 보충형 수준별 학습 유형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과에 적용되어지는 수준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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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기본 과정에 대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공통으 

로 학습한 후에 형성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활 

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심화 • 보중형 교육과정을 제 

공하도록 되어 있다. 과학과의 심화•보중형 수준별 교 

육과정은 학년별로 공통으로 적용되어지는 기본과정과, 

하위 과정으로서 심화과정 및 보충과정을 두고 있다. 

즉, 기본과정을 학습한 후에,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으로 분화되어 학습하도록 하 

는 것이다.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의 선택은 학습목표와 

학습활동 중 어느 것을 수준별로 분화하는가에 따라 학 

습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학습목표와 활동의 분화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심화 • 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 유형이 제시되어질 수 있다.3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하여 최병순4은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급내 수준별 분단 수업의 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 

함은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반별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학급 

내 수준별 분단수업은 기본 공동학습을 한 후에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집단을 편성하여 같은 학급에서 수준 

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병순4은 이러 

한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중에서 학급 내 수 

준별 분단수업의 형태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 

힙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 

수업의 형태는 능력별 집단 편성을 통해서 교실을 이동 

할 경우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상처를 최소 

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어느 정도 능력에 따른 수준 

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수준별 학습 지 도안 작성

과학과 수준별 학습 지도안 작성 요령

단원 지도안 구성

단원 지도안의 구성은 교육과정 및 학교 상황, 그리 

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이 이루 

어지기 전에 미리 연구하고 계획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 

와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더 좋은 학습지도 

를 유도할 수 있다. 우선 단원을 분석하고 단원에 맞는 

교수방법의 설정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단원의 분석. 이 단원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과학적 사 

고력을 어떤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분석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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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나누어 시간수를 배정하고 각 

단원의 내용과 목표에 따라 어떤 학습유형을 취할 것인 

지 결정한다.

단원을 분석하면서 단원의 개관 및 특성 진술을 통해 

선정된 단원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수업의 정교화를 

촉진시킨다. 이때 필요에 따라 단원의 배경을 다루어 

사전지식으로 활용한다.

학습교재의 차례를 바탕으로 단원의 구조를 그려보 

고 어떤 형태로 과학적 사고화를 도모할 것인지 구상하 

고 발견한다. 또한 선행학습 및 후속학습과의 관련성과 

타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본다. 각 중단원과 소 

단원의 대략적인 학습내용을 파악하여 본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구분지어 놓는다.

또한 단원 연구를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나 지역사회 

와 관련지움으로써 학습의 실용화를 돕는다. 단원의 목 

표는 탐구적 • 지식적 • 태도적 측면을 포함해서 학습 

자 중심이며 포괄적으로 진술한다. 단원의 내용의 이해 

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생활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동기화를 꾀한다.

단원 학습과제 분석 및 학습목표 설정. 소단원의 핵 

심이 되는 내용을 단원 학습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적절 

한 학습목표를 세운다. 이때 학습목표는 구체적으로 진 

술함으로써 학습이 끝난 후에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학습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분류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학습유형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원 학습지도 계획. 단원당 시수를 정하고 차수별로 

지도내용과 학습자료, 학습형태 등을 명시한다. 따라서 

본시안의 마지막 준비단계이며 단원 전체의 학습-지도 

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다. 세부사항은 본시안에 

기록하고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명 

시한다.

단원 학습평가 계획, 방법.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선 

행학습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진단평가 

계획 및 평가 후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한 학습 중간에 학습의 방향과 속진 및 학습의욕 고취, 

심화형 • 보충형 선별을 위해 단시간안에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형성평가의 결과는 수준별 

심화 • 보충형 집단의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심화 •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 

형에 적절한 정확한 평가 도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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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의 성취 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심화 • 보충형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내용에 따라 구성 

할 것인가등의 여부가 형성평가 도구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목표의 성취여부에 따라 교사가 학생 

들을 심화 • 보충형 집단으로 구성하여 수준별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학습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에게 흥미와 관심이 있는 내용을 선택하 

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경우에는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낮게 정하 

여 쉬운 탐구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도록 격려 

하여 야 한다.

학습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수업전체에 대한 학습효 

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학기당 두 차례 총괄 평가를 계 

획한다. 수행평가, 과제물 평가, 지필 고사 등 다양한 평 

가 방법을 고려하되,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는 앞에서 

설정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시안 구성

본시안 구성은 단원지도안 구성에 비해 치밀하고 자 

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단원 지도안에서 거론된 

부분은 간단하게 명시하고 수업진행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정해진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학 

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체 시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의 표로 작성하고 학습활동 

을 위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우선 단원명 및 학습목표 

을 정하고 수준별 활동내용 진행한다.

과학과 수준별 학습지도안의 예시

과학과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심화 • 보충형 수준별 

학습에 적절한 학습지도안은 이상과 같은 학습지도안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화학부분인 물질의 구성’ 단 

원을 중심으로 수준별 학습에 적절한 학습지도안을 제 

시한다.

단원 지도안

단원명 및 개관. 본 학습지도안에서 예시하는 단원명 

은 중학교 2학년 화학부분의 '물질의 구성 ’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은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단원은 이러한 물질의 성질을 미시적인 관점에 

서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연소반응을 발 

전시키면서 화학변화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 학습한 물질의 특성을 이 

용하여 혼합물과 화합물의 성질의 차이를 확인하며, 화 

학변화에 있어서 화합과 분해란 무엇이며, 이때의 질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한다. 나아가 시대에 따라 

근본 물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원소에 

대한 개념의 확립을 이해하게 되며, 초등학교의 분자 

개념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물질의 연속성과 입자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토의 

해 보고,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을 돌 

턴 (Dalton)의 생각을 통해 학습한다. 또한 미시적 또는 

거시적 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은 적절한 모형을 활용 

하여 학습하며, 이때 모형과 실제 자연현상과의 차이점 

을 이해한다. 원자나 분자 모형으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간단한 원리로 분자의 대략적 

인 크기를 측정한다. 끝으로 물질의 상태 변화,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한다.

이 단원은 미시적인 세계를 거시적으로 나타내어 학 

습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모형의 도입이 관건이다. 따 

라서, 모형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원의 구조 및 목표. 본 단원은 중학교 1학년의 “지 

각의 물질과 변화'', 2학년의 “생물의 구조와 기능”, 그 

리고 3학년의 '물질과 반응” 단원과 상호 연결되어 있 

으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목표를 지닌다. 첫째 

는 탐구적 측면으로, 원자와 분자의 성질을 알고 모형 

을 사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는 지 

식적 측면으로, 물질이 화학변화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 

을 알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설명할 수 있 

다. 마지막, 셋째는 태도적 측면으로 과학적 사실은 언 

제든지 새로운 사실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원 학습과제 설정. Table 1은 본 단원의 학습과제 

와 학습목표, 그리고 학습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단원 지도계획. Table 2는 단원 지도계획을 중단원 및 

소단원별 시간, 차수, 지도내용, 학습자료 및 형태로 구 

분하여 제시한다.

평가계획 및 방법. 대단원의 시작에서 진단평가를 통 

해 보충해야 할 내용을 점검한다. 진단평가는 주로 지 

필고사를 활용한다. 중단원 말미에 또는 필요시에 평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이해 

하고 있는지를 학습목표의 측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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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단원 학습과제의 설정

중단원 소단원 학습과제 학습목표
영역

비고
지식 이해 적용

1.
화 

합 

물 

고卜

원 

소

(1) 화학 

변화와 

화합물

화학변화 물질의 연소가 화학변화임을 설명할 수 있다. O
화합과 화합물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O
분해 분해 반응의 예를 들 수 있고 분해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다. O

(2) 화학반 

응에서의 

질량

질량보존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질량을 측정하여 설명할수있다. O
일정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함을실험을 통해 설명할수 있다. O

(3) 
원소

물질관의 변천
자연을 이루고 있는근본물질에 대한 생각9] 시대적으로 어 

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O

원소기호
고대 인들의 물질관을 통하여 원소에 대 한 홍미를 느낄 수 있다 

.
O

불꽃 반응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O
스펙트럼 선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O

2.
원 

자 

와

분 

자

(1) 
원자

원자
물질이 아주작은 입자로 이투어져 있다는것을자연형상을 

통하여 주론할 수 있다.
O

원자 모형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O
배수비례의 법칙

원자모형을사용하여 화학 반응을나타내고질량관계를설 

명할 수 있다.
O

(2) 
분자

분자

기체반응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를분자모형으로설명할수 있다 . O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것으로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양적 인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
O

분자의 크기측정
분자의 크기를 측정하는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대 

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O

본적인 문제들로 선정한다. 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심 

화형 • 보충형 집단을 구성하여 수준별 학습을 실시한 

다. 총괄 평가는 대단원이 끝났을 때, 또는 학교의 방침 

에 따라 실시하는데, 난이도의 적정성과 고른 내용분포 

가 관건이다.

본시 안

본시 단원 및 목표. 본시안의 대단원은 물질의 구성’ 

이며, 중단원은 ‘2. 원자와 분자’, 그리고 소단원은 ‘(3) 
분자운동’이다.

본시 단원의 학습목표는 세 개로 구성되진다. 첫째, 

기체가 펴져 나가는 현상이나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료해석을 통하여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기 

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c力eme 1).
판서내용의 계획. 판서의 내용은 사전에 OHP자료로 

제작하여 제시한다. OHP자료는 표나 그림위주로 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학습활동 전개. 본 단원의 내용인 보일의 법칙과 샤 

를의 법칙은 실험에 의해서 도출된 법칙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습자가 직접 실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강의식 수업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학습자가 간접적인 실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보조 수업을 계획하 

였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은 학습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卫로 사전에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학습자 

의 경우에 기본적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走 본시안을 위한 

학습지도안의 예로써 50분 수업을 위한 것이다.

형성평가. 심화형 • 보충형 집단은 형성평가를 통해

2001, Vol. 45,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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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단원 지 도계 획

중단원
소단원

시간수
지도내용 학습자료 학습형태

지도상

유의점시수 차수

준비 학습 1 1 진단평가 평가문항 지필고사

1
화
합
물
과
 
원
소

(1) 화학변화와 화합물 3

2 연소와연소생성물 실험기 구 시범수업

3 강철솜의 연소 실험기 구 실험수업

3 화합물과 혼합물 실험기 구 실험수업

4 분해와기체성질 실험기 구 시범수업

(2) 화학반응에서의 

질량관계
3

5 질량보존의 법칙 실험기 구 발견학습

6 일정성분비의 법칙 예시자료 탐구학습

1
화
합
물
과
 
원
소

(2) 화학반응에서의 

질량관계
3 7 요오드화납 생 성실험 실험기 구 실험수업

(3) 원소 3

8 원소개 념 예시자료 자료수업

9 원소기 호 게임판 게임수업

10 불꽃반응과 스펙트럼 실험기 구 실험수업

문제풀이 1 11 중단원정리 중단원문제 중단원문제

2
원
자
와
 
분
자

(1) 원자 4

12 돌턴의 원자설 예시자료 자료수업

13 원자모형 1 모형 시범수업

14 원자모형 2 모형 모형수업

15 배수비례의 법칙 심화자료 심화수업

(2) 분자 3

16 분자개념의 법칙 모형 모형수업

17 화학 반응식 꾸미기 수업보조자료 개념수업

18 분자의 크기 실험기 구 탐구수업

(3) 분자 운동 3

19 확산 실험기 구 발견학습

20 보일의 법칙 컴퓨터자료 CAI수업

21 샤를의 법칙 컴퓨터자료 CAI수업

문제풀이 1 22 중단원정리 중단원문제 중단원문제

단원정리 1 23 대단원정리 대단원문제 대단원문제

Scheme 1. 본시단원 및 목표

단원명 물질의 구성 소단원 분자의운동 차시

중단원 원자와 분자 주제
기체의 압력과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기체의 온도와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관련과목

학습요소

컴퓨터 입문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학습목표

1. 기체가 펴져 나가는 현상이나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자료해석을 통하여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준비물 교사
컴퓨터실 

웹 페이지

학습자
교과서, 노트, 

필기구
학습형태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보조수업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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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본시안 수업 지도안

단계 시간 학습내용
학습활동

유의 점
교사 학습자

예비
1 분
5분

가상실험 

실 사이트 

접속

① 출석확인및 인사

② 이동준의 가상실험실을 검색해 보자（http;//user.
chollian.net/~jorland/）

③ 즐겨찾기에 구성해 보자

출석확인 및 인사 

인터넷 검색 및 즐겨찾기 

에 추가

③ 즐겨 찾기 설명

전개

및

응용

15분
보일의 

법칙

① 화학교실에 클릭하고 보일의 법칙을 클릭한다.

② 추의 개수에 변화를주면서 기체의 부피가어떻 

게 변하는지 학습자가 직접 확인한다.

◎추가누르는힘이 늘어날수록부피가어떻게 변 

할까요?

© 눈금자로 확인시켜 준다.

© OHP필름에 그러 놓은표에 압력에 따른부피 변 

화를 표시한다. - 부피 X 압력 일정함 설명

@ 반비 례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 한다.

① 사이트들어가기

② 가상실험실에 참가 

하기, 의사표현하기

② 학생들의 주의집 

중을위해 MP3 파 

일의 특수한소리를 

낸다 단 이소리가 

나면 그만이라는 약 

속을 미리함.

적용

및

응용

15분
샤를의 

법칙

① “뒤로” 버튼을 누르고 샤를의 법칙에 클릭하기

② 불꽃의 개수에 변화를주면서 기체의 부피변화 

를 자유롭게 관찰해보자.

（3）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

© 미리 그려진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 한다.

① 사이트 찾기

② 가상실험실에 참여 

하기, 의사표현하기

심화/ 

보중
10분

심화형 자료（에어백, 샤를의 법칙과 절대온도网 

보충형 자료（용어집 厝 이용하여 수준에 맞는 수 

업을 한다.

스스로관심 있는것을 

선택

집단편성은형성 

평가 없이 학습자 

가 정하도록 함.

정리 4분
정리 및 

차시 예시

단원을 정리하면서 연습문제와 종합문제 풀이를 

한다

정리하기 시스템 종료시키 

고인사

편성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자에게 그 선택 

권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시안에서는 심화형 • 보 

충형 집단의 구성을 형성평가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학 

습자 스스로 자신의 이해 도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 학 

습자에게 집단 구성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학습자에 

게 선택권을 부여한 이유는 본 단원이 50분내에 공통 

학습과 수준별 학습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형성평가를 실 

시하여 집단을 편성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여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심화형 • 보충형 집단을 위한 교재 및 활용. 심화형 

집단은 에어 백’, '열기구’, 그리고 샤를의 법칙과 절 

대온도에 대한 자료를 가상교실 상에 제공해 주고 소 

집단별로 토론하게 하되, 시간을 고려하여 세 가지 주 

제를 모두 토론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중 한 두 개 주 

제를 선택하여 토론하게 할 수도 있다. 심화형 집단을 

위한 교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보중형 집단은 학습자에게 본시에 학습한 내용에 대 

한 보충지도가 필요하므로, 가상교실 상에 본시학습 주 

제와 관련된 용어 사전을 하이퍼 텍스트로 연결하여 학 

습자가 스스로 관련 용어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상교실에 제시되지 않았거나 학습자들에게 추 

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교사와 함께 해결하고 정 

리 한다.

결론 및 제언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학습자간의 학습능력과 관 

심도의 차이에 따라 기본 공통과정의 학습 후 심화형 • 

보충형 집단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의 유형과 방 

법을 토대로 학습지도안의 예를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 교사가 한 교 

실에서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 

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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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의 철저한 계 

획과 준비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시간운영과 다양한 학 

습보조자료를 필요로 한다. 학습지도안의 준비와 이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에게 시간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 

정의 시행에 있어서 학습지도안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학과 학습은 주위의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를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성격이 있다. 이 

러한 탐구학습은 주로 학습자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 

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한 학습유형으로는 토 

의학습, 협동학습, 발견학습, 과학순환학습 등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심화형 • 보충 

형 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학습지도안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수준별 학습을 적용하기에 

는 학습내용이 너무 많다. 둘째, 심화형 • 보충형 집단 

을 위한 학습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 

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한 아이디어 도 

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과 제 7차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실 

시되기 이전에 교사가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이 새로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적응기간 

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의 초기에는 상 

당한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며, 이로 인한 해당 학 

습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학습지도안은 이러한 

과도기에 학습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교육과정이 의도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시도안을 절차상 번거로운 것으 

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해 

수업을 연구하고 개선해 가면서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도출해 낼 때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시한 학습지도안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 

문에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사정과 학생들 

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1년 한양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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