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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제 7차 과학교육과정의 정신이 중둥 과학교과서의 화학분야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 탐구학습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탐구영역에 대한 탐구상황 요소들을 미국의 

국가교육 성취 평가틀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탐구 용어를 조사•분석하였다. 중학 과학의 탐구상황의 분석에서, 8 
학년 과학이 7, 9학년 과학에 비해서는 개인적 상황, 사회적 상황, 기술적 상황의 비율이 더 높았으므로 8학 

년의 탐구영역의 학습에서 어느 정도 STS 적 접근에 의한 탐구학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 

둥학교 화학 I 및 II의 탐구상황 요소는 너무 과학적 상황에 편중된다. 그러나 개인적 상황이 화학 I과 화학 II 
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은 학습자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좋은 경향이다. 화학【이 II보다 사회적 • 

기술적 상황도가 높은 것은 화학 ［과 II 과목의 성격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구영역에 표 

시된 탐구용어의 조사 분석에서,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에 특정 탐구요소를 명시한 교과서는 표시된 탐구요 

소 외에도 다른 요소를 개발하여 다양한 탐구요소를 활용하도록 함이 좋겠다. 그리고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 

서 새로 제시된，과제연구，의 탐구활동은 교과서에 유사한 용어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활동을 잘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지적한 이 활동의 성격에 부합될 때 '과제연구'의 탐구활동으로 선정함이 좋을 것 같다.

주제어: 화학 I ・II 교과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 탐구 영역, 탐구 상황

ABSTRACT. We have analyzed the inquiry context and terms in inquiry area of the material field in the 7th secondary 
science textbooks in order to confirm suitable adaptation and reflection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inquiry context for the middle school science books shows that scientific context is most 
significant for all grades, but the relative ratio of the contexts for the personal, social, and technical is higher at the 8th 
grade than the 7th grade or the 9th grade. This leads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STS approaching in guiding the 8th 
grade students during their inquiry learn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quiry context for the high school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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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ry I and II textbooks shows that the scientific context is emphasized too much though we consider the specific char
acters of the subjects. However, the high ratio (10〜30%) of personal context for the inquiry area in the above books 
shows a positive tendency to pull the interest of students. The portion of social and technical context at the chemistry 
I is higher than at the chemistry II because of the intrinsic difference of the text books. For the analyzing inquiry terms 
in inquiry area, teachers who are using the textbooks which specify the inquiry elements in detail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and activities for the given subjects to develop other inquiry elements, since presentation of inquiry ele
ments in detail can prohibit creative inquiry activity of students. We also suggest that all other expressions which stand 
for the ‘project’ that was introduced at inquiry activity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may be altered as ‘project’ by con
firming that the basic ideas and contents of the activities are the same as original concepts described in this work.

Keywords: Chemistry HI Textbook,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Inquiry Area, Inquiry Context

서 론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보다 더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탐구를 탐구 과정과 탐 

구 활동으로 구분하였고,1,2 탐구 과정은 기초와 통합 

탐구로 하고 탐구 활동도 5개 분야로 나누어 가능하 

면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하여 수업 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1,2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과학 교과서 

에서는 학습 내용에 따라 탐구요소를 명시하면, 정해 

진 탐구 요소만 한정하여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 

향이 강하였으나,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탐구 요소 

를 명시하지 않고 교과서 개발자(교사尹卜 창의력을 발 

휘하여 적절한 여러 가지 탐구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1,2 그러나 이와 같이 과학 교육 전문가들이 시간 

과 경비를 들여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 7차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나, 제 7차의 과학 교과서에 나타 

난 탐구 영역의 내용을 보면 제 6차와 같이 각 탐구 

과정에 탐구 요소를 표시하여 지정해 놓고 있거나, 탐 

구 과정과 활동의 제목이 여 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등 새로운 과학 교육의 정신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의 과정이나 활동 

에 대한 용어의 표현이 제 7차에서 제시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탐 

구 학습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과학적 

소양 함양'이라는 새로운 과학 교육 목적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탐구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탐 

구 상황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 교육에서 상황에 관한 체계적 고려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APU (Assessment of 

Performance Unit) 과학이 최초이고, 한국은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APU는 탐구 

상황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목적, 학습 전략, 탐구 

과정요소 활용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3 

Song and Black의 연구에서도 해석의 탐구기능, 비례적 

사고, 변인 통제 등은 일상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3 영국의 ASE4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WPS3(Warick Process 
Science户+ 미국의 Project 2061,5 NSES6(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에서도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STS 교육7,8,9,10운동과 7차의 과학 

교육 목표도 보다 다양하고 우리 생 활과 관련된 문제 

를 통해 과학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점에서 탐구상황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STS 교 

육은 과학을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술적 

인 문제와 연관지어 가르치자는 것이다.

탐구 상황에 대한 조희형11의 중등학교 과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탐구 활동이 학생들 

에 게 관심 있는 문제나 그들의 일상 생 활과는 무관하 

다는 내용이었고, 우종옥12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리 • 탐구 영 역 중 지구과학 교과에 관련된 탐구 능 

력 측정 관련 연구에서는 과학적 탐구는 구체적 인 자 

연 환경 또는 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권재술13의 학문 중심과 과학교육 

의 문제점 과 생 활 소재의 과학 교재 화 방안 연구에 서 

는 과학 교재는 직접 경험이 가능한 소재를 주어 학 

생에게 흥미 있는 경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개인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정태 등14의 화학 II 
교과서의 STS 내용 분석이 있으나 교과서 전 영역을 

조사하였고 제 6차의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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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STS 내용이 교과서 각 지면의 평균 2.7%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탐구 상황에 관 

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현대의 과학 교육 목적에 

미흡한 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7차의 중학 과학과 화학 I 및 화학 II 교과서의 탐구 

영역에 대한 탐구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탐구 영 

역에 대해 제 7차 교육과정의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 

는 용어 표현 등의 내용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해당 교과의 탐구 영역 학습에서 

탐구에 대한 용어의 혼선을 없애고 탐구 상황의 재구 

성을 통한 다양한 탐구 학습과 교과서 선정의 참고 

자료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자료 및 방법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Table 1과 같이 제 7차 교육과정 

의 6종 중학교 과학 교과서 화학분야와 고등학교 화 

학 I과 II 교과서 1暗의 탐구 영 역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의상 교과서를 출 

판사별로 A, B, C, D, E 및 F 로 표시하였다.

연구 방법

위의 연구자료에 나타난 탐구 상황을 과학적 • 개 

인적 • 사회적 • 기술적 상황요소로 나누어 교과서별, 

대단원별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척도는 미국 

의 국가교육성취 평가(NAEP; 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의 확장 평가틀15을 사용했다. 여 

기에서 과학적 상황은 자연 환경의 지적 이해를, 개

Table 1. Publishers of middle school science and high school 
chemistry I, II textbooks

Section Textbook number Publisher
A Kyohaksa
B Keumseong

Middle s아iool C Didimdol
textbook D Blackbox

E Jihaksa
F Daeildoseo
A Keumseong
B Daehan

High school 
chemistry I • II

C
D

JoongAng
Chunjae

E Chunmoongag

인적 상황은 과학과 일상생활, 개인 건강과 안전, 사 

회적 상황은 과학 철학, 정치, 경제, 환경을, 기술적 

상황은 응용과학, 산업 기술에 관련된 상황을 의미한 

다. 교과서 내의 해보기, 생각해보기, 보고 생각하기 

등도 관련 문헌16，17에서와 같이 탐구 활동 분야로 간 

주하여 탐구 영역에 포함시켰다. 탐구 영역에 대한 용 

어 조사는 탐구 과정에 특정 탐구 요소의 표시 여부, 

탐구 과정에 대한 표현의 종류, 탐구 활동에 대한 표 

현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한 5개 활동에 부합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탐구상황요소의 분석은 연구자 

의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순자 등,15 조희 형,16 송진웅,17 박윤배,18 문성 배 등,19 

성민웅 등2°의 탐구 상황에 관한 논문과 조희형 ,21 박승 

재 등;2 박종원 등,23 Solomon,24 Chiappetta,25 Trowbridge26 

등의 탐구상황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상세히 읽어 

보고 참고하였다. 탐구상황요소의 분석과정은 하나의 

탐구영역의 내용과 그 학습활동을 정독하여 위의 참 

고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요소에 해당되는지 판 

단하여 그 빈도와 백분율을 정리하였다. 상황요소의 

판단과정에는 2명의 현직 중등과학교사와 3명의 예 

비 중등과학교사 등 5명의 합의로 판단하였고, 합의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2명의 중등과학 교재연 

구 담당교수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하여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결과 및 고찰

탐구 상황 조사

중학 과학 물질 분야의 탐구 상황

중학과학 교과서의 화학분야의 탐구 영역에 포함된 

탐구 상황 요소들이 나타난 회수와 비율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학년별 탐구 상황을 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학 과학의 탐구 영역에 포함된 탐구 상황 

의 전체 수는 7학년 193회, 8학년 260회, 9학년 215 
회로 조사되었다. 7학년에서는 전체적으로 과학적 상 

황이 84.5%로 월등히 높게, 사회적 상황과 기술적 상 

황은 아주 낮게 조사되었다. 7학년 과학은 단원의 성 

격이 현상 중심에서 개념 중심이 더해지는 학습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이 13.0%나 나타 

났다는 것은 중학의 첫 학년에서 과학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2005, Vol. 4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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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quiry context elements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Grade Textbook
Scientific context

(%)
Individual context

(%)
Social context

(%)
Technology context

(%)
Total

A 23 (74.2) 8 (25.8) - - 31
B 31 (72.1) 8 (18.6) 2 (4.7) 2 (4.7) 43
C 32 (94.1) 2 (5.9) - - 34

7 D 27 (93.1) 1 (3.4) 1 (3.4) - 29
E 25 (89.3) 3 (10.7) - - 28
F 25 (89.3) 3 (10.7) - - 28

Subtotal (%) 163 (84.5) 25 (13.0) 3 (1.6) 2 (1.0) 193
A 24 (75.0) 4 (12.5) 3 (9.4) 1 (3.1) 32
B 32 (78.0) 4 (9.8) 3 (7.3) 2 (4.9) 41
C 42 (82.4) 4 (7.8) 3 (5.9) 2 (3.9) 51

8 D 30 (66.7) 9 (20.0) 5 (11.1) 1 (2.2) 45
E 34 (82.9) 5 (12.2) 2 (5.4) - 41
F 33 (66.0) 12 (24.0) 3 (6.0) 2(4.0) 50

Subtotal (%) 195 (75.0) 38 14.6) 19 (7.4) 8 (3.1) 260
A 21 (87.5) 2 (8.3) 1 (4.2) - 24
B 34 (91.9) 1 (2.7) 2 (5.4) - 37
C 46 (93.9) 2 (4.1) 1 (2.0) - 49

9 D 25 (89.3) 2 (7.1) - 1 (3.6) 28
E 30 (88.2) 3 (8.8) 1 (2.9) - 34
F 30 (69.8) 10 (23.3) 3 (7.0) - 43

Subtotal (%) 186 (86.5) 20 (9.3) 8 (3.7) 1 (0.5) 215
Total (%) 544 (81.4) 83 (12.4) 30 (4.5) 11 (1.6) 668

볼 수 있다.18 8 학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과학적 

상황이 높게 조사되었고 기술적 상황이 아주 낮게 조 

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개인적 상황 

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 

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 상황을 잘 배려하 

여 8학년 탐구영역 학습에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8,9 

를 끌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一가 있고, 과학을 일상생 

활 현상과 관련시 키는 것 이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9학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학적 

상황이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사회적 상황과 기술 

적 상황은 아주 낮게 조사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서는 7, 8학년보다 9학년 단원의 성격이 더욱더 개념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고, 중학교의 가장 고학년의 학 

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 상황 

에 더 편중되고 개 인적 상황이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년별로 교과서끼리 분포의 차 

이가 있으므로 Table 2에서 각 상황의 분포가 큰 교 

과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등 과학의 상황에 대 

한 연구에서 최경희,27 이명제28 등은 교사는 최적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함을 강 

조하고 특히 개인적 상황과 사회 문화적 인 요소가 반 

영된 상황일 경우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제 6차 과학교육과정의 해 

당 연구 자료의 비교는, 6차 중학과학 교과서（화학분 

야＞의 STS 내용분석29과 공통과학 교과서（화학영역） 

의 STS 내용분석 3°이 있으나 탐구영역이 아닌 교과서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중 

학과학에서, STS 내용이 단원에 따라 평균 15.9%~ 
10.8^- 아주 낮게 나타났고, 공통과학에서는 STS 교 

육내용이 단원에 따라 평균 11.8%에서 33.6%를 보이 

고 있다. 이는, 공통과학은 대표적인 STS 단원인 환 

경, 현대 과학과 기술 단원이 있기 때문인데 7차의 10 
학년 과학에선 단원이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이 자료 

는 본 연구의 자료와 비교하여 언급하는 것이 큰 의 

미가 없는 듯 하다. 그런데 6차 중학과학（화학분야） 

교과서의 탐구활동분석31의 연구에서 탐구의 상황 요 

소가 과학적 상황이 94.29毎 나타난 데 비하여 본 연 

구의 해당자료에서는 과학적 상황이 평균 82%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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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quiry context elements by unit

Grade 
units

Inquiry context
Textbook

Scientific 
context (%)

Individual 
context (%)

Social 
context (%)

Technology 
context (%)

Total

A 7 (77.8) 2 (22.2) - - 9
B 12 (66.7) 4 (22.3) 1 (5.5) 1 (5.5) 18

Three states of
C 8 (80.0) 2 (20.0) - - 10

material
D 12 (92.3) - 1 (7.7) - 13
E 11 (84.6) 2 (15.4) - - 13
F 9 (90.0) 1 (10.0) - - 10

Subtotal (%) 59 (80.8) 11 (15.10) 2 (2.7) 1 (1.4) 73 (100)
A 8 (72.7) 3 (27.3) - - 11
B 9 (90.0) 1 (10.0) - - 10

Molec-
C 13 (100) - - - 13

7
ular motion

D 9 (90.0) 1 (10.0) - - 10
E 7 (87.5) 1 (12.5) - - 8
F 9 (90.0) 1 (10.0) - - 10

Subtotal (%) 55 (88.7) 7 (11.3) - - 62 (100)
A 8 (72.7) 3 (27.3) - - 11
B 10 (66.7) 3 (20.0) 1 (6.7) 1 (6.7) 15
C 11 (100) 11

Change of state 
and energy

D 6 (100) - - - 6
E 7 (100) - - - 7
F 7 (87.50) 1 (12.5) - - 8

Subtotal (%) 49 (84.5) 7 (12.1) 1 (1.7) 1 (1.7) 58 (100)
Total (%) 163 (84.5) 25 (13.0) 3 (1.6) 2 (1.0) 193 (100)

Table 4. Inquiry context elements by unit

Grade Units _ ,
Textbo

Inquiry context
oL''Jff、^

Scientific 
context (%)

Individual 
context (%)

Social 
context (%)

Technology context
(%)

Total

A 13 (100) - - - 13
B 19 (86.4) 2 (9.1) 1 (4.5) - 22

Material
C 26 (96.3) 1 (3.7) - - 27

characteristics
D 20 (83.3) 3 (12.5) 1 (4.2) - 24
E 21 (91.3) 2 (8.7) - - 23
F 18 (72.0) 6 (24.0) 1 (4.0) - 25

8
Subtotal (%) 117 (87.3) 14 (10.4) 3 (2.2) - 134

A 11 (57.9) 4 (21.1) 3 (15.8) 1 (5.3) 19
B 13 (68.4) 2 (10.5) 2 (10.5) 2 (10.5) 19
C 16 (66.7) 3 (12.5) 3 (12.5) 2 (8.3) 24

isolation
D 10 (47.6) 6 (28.6) 4 (19.0) 1 (4.8) 21
E 13 (72.0) 3 (16.7) 2 (11.1) - 18
F 15 (60.0) 6 (24.0) 2 (8.0) 2 (8.0) 25

Subtotal (%) 78 (61.9) 24 (19.0) 16 (12.7) 8 (6.3) 126
Total (%) 195 (75.0) 38 (14.6) 19 (7.4) 8 (3.1) 260

타나, 7차의 중학과학（화학분야） 교과서가 ‘교과내용 

의 실생활 관련성 강조'라는 기본방향에 보다 충실하 

다고 볼 수 있겠다. 대단원별 탐구 상황을 분석한 결 

과를 Table 3~5에 나타내었다.

7학년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주변에서 보 

는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단원 

으로 개인적 상황의 비율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전형적인 STS교재인 SATIS 14-16의 상황영

2005, Vol. 4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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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quiry context elements by unit

Grade TTr»；+c Inquiry Scientific Individual Social Technology
Textbook^f--、、 context (%) context (%) context (%) context (%)

A 8 (80.0) 1 (10.0) 1 (10.0) - 10
B 16 (100) - - - 16

Material
C 20 (95.2) 1 (4.8) - - 21
D 12 (92.3) 1 (7.6) - - 13

component
E 15 (100) - - - 15
F 12 (80.0) 2 (13.3) 1 (6.7) - 15

9 -
Subtotal(%) 83 (92.2) 5 (5.6) 2 (2.2) - 90

A 13 (92.9) 1 (7.1) - - 14
B 18 (85.7) 1 (4.8) 2 (9.5) - 21

Tactic of C 26 (92.9) 1 (3.6) 1 (3.6) - 28
material D 13 (86.7) 1 (6.7) - 1 (6.7) 15
change E 15 (78.9) 3 (15.8) 1 (5.3) - 19

F 18 (64.3) 8 (28.6) 2 (7.1) - 28
Subtotal(%) 103 (82.4) 15 (12.0) 6 (4.8) 1 (0.8) 125

Total (%) 186 (86.5) 20 (9.3) 8 (3.7) 1 (0.5) 215
Total of three grades (%) 544 (81.4) 83 (12.4) 30 (4.5) 11 (1.6) 668

역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적 상황이 32.8%로 다른 탐 

구상황 요소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15 이와 같은 STS 
교재의 연구결과를 보아서 개인적 상황의 비율이 높 

은 단원에서는 STS 적 접근에 의한 다양한 탐구 학습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단원 안에서 

는 B 교과서가 개인적 상황이 가장 높다. 8학년의 경우 

'혼합물의 분리'가 우리 주변에 접하는 물질은 대부 

분 혼합물이므로 전체 학년에서 개인적 상황이 가장 

높고 교과서로서는 F 교과서가 이 단원 안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물질의 특성 ' 단원도 다른 단원에 비해 

서는 개인적 상황의 회수가 큰 편이다. 9학년의 경우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이, 교과서로서는 F 교과서 

가 개인적 상황이 아주 높다. 따라서 학습자의 관심 

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탐구 상황으로 학습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해당 학년에서 위의 단원들과 표시한 교 

과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학생 위주의 다양 

한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겠다.

고등학교 화학 I 및 II의 탐구 상황

화학 I과 화학 II의 탐구 영역에 포함된 탐구 상황 

요소들이 나타난 회수를 조사하였다.

화학 I 탐구 상황

탐구 상황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이 과학적 상황 

은 A 교과서가 48회 (50.0%注 가장 큰 비율로 조사되 

었으며, 개인적 상황은 D 교과서가 30회 (29.7%), 사회 

적 상황은 E 교과서에서 25회 (22.5%), 기술적 상황은 

B 교과서에서 36회 (19.9%沮一 화학 I 교과서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적 • 기술 

적 상황이 각각 과학적 상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화학적 

소양”을 기른다는 화학 I 교과서의 성격에 미흡하다. 

그러나 화학【이 모든 중등 과학의 화학 분야에서 가장 

낮은 과학적 상황의 비율 (41.1%)을 보이고, 높은 개인 

적 상황의 비율 (26.0%)과 비교적 고른 사회적, 기술적 

상황을 보인다는 것은 '화학과 인간'이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화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의 

성격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화학 ［은 교양 

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사회와 관련지어 가르치는 것이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1 이러한 면에 

서 화학 I의 탐구 영역도 과학적 상황에만 너무 치우 

치는 것 보다 다양한 상황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화학 II 탐구 상황

Table 6과 같이 A 교과서는 과학적 상황이 64회 (90.1 
%注 가장 많고, 개인적 상황은 C 교과서가 22회, 사회 

적 상황은 D 교과서가 7회, 기술적 상황은 B 교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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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quiry context elements of chemistry I, II textbooks

Section
Inquiry context Scientific context Individual context

(%)
Social context 

(%)
Technology context 

(%)
Total

Textbook (%)
A 48 (50.0) 23 (24.0) 14 (14.6) 11 (11.4) 96
B 65 (35.9) 49 (27.1) 31 (17.1) 36 (19.9) 181

Chem- C 52 (47.3) 25 (22.7) 17 (15.5) 16 (14.5) 110
istry I D 43 (42.5) 30 (29.7) 15 (14.9) 13 (12.9) 101

E 38 (34.3) 29 (26.1) 25 (22.5) 19 (17.1) 111
Subtotal of chemistry I (%) 246 (41.1) 156 (26.0) 102 (17.0) 95 (15.9) 599

A 64 (90.1) 2 (2.8) 2 (2.8) 3 (4.2) 71
B 135 (83.3) 14 (8.7) 2 (1.2) 11 (6.8) 162

Chem- C 153 (81.0) 22 (11.6) 4 (2.1) 10 (5.3) 189
istry II D 78 (75.0) 12 (11.5) 7 (6.7) 7 (6.7) 104

E 73 (83.9) 11 (12.6) 1 (1.2) 2 (2.3) 87
Subtotal of chemistry II (%) 503 (82.0) 61 (10.0) 16 (2.6) 33 (5.4) 613

Total (%) 749 (61.8) 217 (17.9) 118 (9.7) 128 (10.6) 1212

11 회로 각 상황별로는 가장 높았다. 따라서 탐구 상황 

의 특정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1〜2회 정도로 작은 교 

과서를 선정하였을 때는 이들 교과서를 참고하여 부 

족한 탐구 상황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화학 II의 5종 교과서에서 과학적 상 

황이 총 503회 (82.1%注 지나치게 많이 나타난 것은 

화학 II 교과서가 전문 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등 과학의 가장 높은 수준의 화학 과목으로 개념 

위주의 전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STS의 교육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사회의 상황이 고 

른 분포를 보이도록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경희27의 중 • 고 

학생들에 대한 STS 교육의 인식 조사의 결과가 학년 

이 올라 갈수록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한 언급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경향을 보인 것 

과 같다. 그래도 지나친 학문적인 지식의 교육을 지양 

하고 과학을 학생들의 일상생활 (개인적 상황)이나 사 

회적, 기술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가르치는 것이 학습 

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탐구 

상황 요소들의 개발에 교사는 힘써야 할 것이다. 제 7 
차 과학교육과정의 화학 II 교과서의 본 연구 자료와 

6차의 그것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고, 6차의 화학 

II 교과서의 STS 내용분석32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 교과서 내용 전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 STS 교육내용이 교과서 지면의 평균 2.7%를 차지하 

고 있었다. 본 연구의 화학 II에 대한 자료와 직접 비 

교는 할 수 없으나 화학 II 교과서는 6차에서도 STS 

내용의 비율이 아주 작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 I과 화학 II의 탐구 상황 비교

교과서별 탐구상황 요소는 Table 6과 같이 전체적 

으로 화학【에서는 과학적 상황 246회 (41.1%), 개인 

적 상황 156회 (26.0%), 사회적 상황 102회 (17.0%), 
기술적 상황 95회 (15.9%：国 나타났고, 화학 II 교과서 

에서는 과학적 상황 503회 (82.0%), 개인적 상황 61회 

(10.0%), 사회적 상황 16회 (2.6%), 기술적 상황 33회 

(5.4%注 조사되어 화학］。］ II보다 훨씬 폭넓은 탐구 

상황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분포의 비율도 훨씬 높 

다. 이러한 경향은 화학 I이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탐구적으로 다루는 것과 화 

학 II가 보다 심화된 화학 개념을 이해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 활동을 강조한 정신이 어 

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1 특히 화학 ［의 개인 

적 상황이 II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율이 높은 것은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 과학을 일상 생 활 현상과 관 

련시키는 것이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28,33는 

관련 STS 교육의 연구 정신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 과학 화학 분야의 탐구 상황 

보다 화학 I의 탐구 상황이 훨씬 다양하고 과학적 상 

황을 제외한 다른 상황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Bybee26 의 조사 결과 상급학교로 갈수록 STS 관련 내 

용의 증가를 권장하는 것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단원별 탐구 상황

실제 수업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원별로 탐구 상황

2005, Vol. 4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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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quiry context elements by unit

Section Units
Inquirycontent

Textbook
Scientific 

context (%)
Individual 

context (%)
Social 

context (%)
Technology 
context (%)

Total

A 28 (51.9) 12 (22.2) 8 (14.8) 6 (11.1) 54

I.
B 44 (40.7) 25 (23.1) 20 (18.5) 19 (17.6) 108

Our Surrounding
C 33 (52.4) 9 (14.3) 12 (19.0) 9 (14.3) 63

materials D 32 (58.2) 12 (21.8) 9 (16.4) 2 (3.6) 55
E 21 (40.4) 14 (26.9) 9 (17.3) 8 (15.4) 52

Subtotal (%) 158 (47.6) 72 (21.7) 58 (17.5) 44 (13.3) 332
Chem- A 20 (47.6) 11 (26.2) 6 (14.3) 5 (11.9) 42
istry I

II.
B 21 (28.8) 24 (32.9) 11 (15.1) 17 (23.3) 73
C 19 (40.4) 16 (34.0) 5 (10.6) 7 (14.9) 47

human D 11 (27.5) 18 (45.0) 6 (15.0) 5 (12.5) 40
E 17 (28.8) 15 (25.4) 16 (27.1) 11 (18.6) 59

Subtotal (%) 88 (33.7) 84 (32.2) 44 (16.9) 45 (17.2) 261
Total 246 156 102 89 593

% 41.5 26.3 17.2 15.0 -
A 11 (84.6) 0 (0.0) 1 (0.0) 1 (7.7) 13

I.
B 35 (94.6) 2 (5.4) 0 (0.0) 0 (0.0) 37

Phase of materials
C 47 (85.5) 6 (10.9) 1 (1.8) 1 (1.8) 55

and solutions D 21 (77.8) 3 (11.1) 2 (7.4) 1 (3.7) 27
E 16 (72.7) 5 (22.7) 0 (0.0) 1 (4.5) 22

Subtotal (%) 130 (84.4) 16 (10.4) 4 (2.6) 4 (2.6) 154
A 30 (69.8) 0 (0.0) 1 (3.2) 0 (0.0) 31

II.
B 44 (89.8) 3 (6.1) 0 (0.0) 2 (4.1) 49

Chem- Structure of
C 37 (100) 0 (0.0) 0 (0.0) 0 (0.0) 37

istry II materials
D 17 (73.9) 2 (8.7) 2 (8.7) 2 (8.7) 23
E 19 (90.5) 2 (9.5) 0 (0.0) 0 (0.0) 21

Subtotal (%) 147 (91.3) 7 (4.3) 3 (1.9) 4 (2.5) 161
A 23 (85.2) 2 (7.4) 0 (0.0) 2 (7.4) 27

III.
B 56 (73.7) 9 (11.8) 2 (2.6) 9 (11.8) 76
C 69 (71.1) 16 (16.5) 3 (3.1) 9 (9.3) 97

reaction D 40 (74.1) 7 (13.0) 3 (5.6) 4 (7.4) 54
E 38 (86.4) 4 (9.1) 1 (2.3) 1 (2.3) 44

Subtotal (%) 226 (75.8) 38 (12.8) 9 (3.0) 25 (8.4) 298
Total 503 61 16 33 613

% 82.1 10.0 2.6 5.4 -

요소를 조사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단원별로 보면 화학 I에서는 '화학과 인간’ 단원이 

우리 주변의 화합물 중에서 탄소 화합물이 약 90%를 

차지하므로 가장 다양한 탐구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 

며, 화학 II 단원 가운데에서는 화학 I보다는 부족하 

지만 '화학 반응' 단원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응 속도, 산과 염기, 전지 

와 전기 분해 등의 소단원들이 생활 주변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개인적 상황의 비율이 높고, 5종 교과 

서를 합하면 사회적 상황 9회, 기술적 상황 25회나 나 

타나므로 화학 II의 단원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탐구 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7차 과학 교육 과정에 의하면 화학【의 학습은 '주위 

의 물질을 중심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화학 II의 학습 

은 화학적 인 시각으로 자연 현상과 물질을 탐구하도 

록 지도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 II의 개인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의 비율이 각각 화학 】의 1/3정도 

이고, 사회적 상황의 비율은 화학 ［의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편차가 심한 듯 하다. 중등 과 

학 교육의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 최경희,27 이명제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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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는 최적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개인적 상황과 사회 •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상황일 경우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학 II를 학습할 때 교사 

는 Table 7의 화학 II에 대한 각 단원별 탐구 상황을 

면밀히 참조하여 1~2개의 탐구 상황 요소라도 잘 활 

용하여 학습하고 상황 요소 비율이 없는 부분은 인접 

교과서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개발하여 지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 7차 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 교육 과정1，33의 정신에 따라 제 6차와는 다르게 

모든 학년의 과학 교육의 목표（하위 목표）를 통일하 

고 있다. 통합 교육 과정의 정신은 목표만의 통합이 

아니라 관련 교과들의 융합, 형식화에 반대하고 실생 

활을 위한 교육（실제 상황에서 다루는 것）을 하자는 운 

동이므로 이러한 정신에서 보았을 때 화학 II의 탐구 

영역의 지도에도 다양한 탐구 상황의 개발이 요청된다.

탐구과정과 탐구활동의 표현 및 과제연구에 

대한조사 • 분석

중학교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에 대한 용어 조사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특별활동에 대한 

해설서"에서는 교육과정에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 

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과 

학교육과정해설2에서는 탐구 활동을 제 7차 과학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했으며 탐구활동 요소들을 토 

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의 5개 요소로 제시하 

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과 

학교육과정해설1 에서도 위의 5개 탐구활동요소를 다 

양하게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과제연구의 탐구 

활동은 6차 과학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새롭게 등장한 것이므로 그 의미를 현장의 과학교사 

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7차의 고등학교 과학교육과정해설1 에 있는 과제 

연구와 관련된 해설도 참고하면서 '과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보면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 

조하고 있다.1，2 다양한 탐구 학습에 맞게 탐구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탐구 과정과 활동 

에 대한 표현 및 용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8과 같 

이 나타내었다.

Table 8을 보면 A 교과서는 탐구 과정에 탐구 요소 

를 명시했고 탐구활동을 탐구/조사, 탐구/실험 등으로 

나타내었으나 탐구/과제연구의 표시는 없었고 '한 단 

계 더'같은 과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과제 

연구 활동이라 볼 수 없었다. B 교과서는 탐구에 탐 

구요소를 표시해 놓았고 탐구과정을 시범실험, 해보 

기 등으로 표시한 곳도 있다. 탐구/실험, 탐구/토의 등 

의 탐구활동 표현이 있었으나 탐구/과제연구의 표시 

는 없었다. '연구' 라는 표시는 있었으나 이것 역시 

과제 연구라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심화 과제' 는 

과제 연구로 볼 수 있었다. C 교과서는 탐구에 탐구 

요소를 표시했고, 탐구과정이나 활동을 보고 생각하 

기, 해보기, 읽고 생각하기 등으로 표현해 혼선을 일 

으켰다. 역시 탐구/실험, 탐구/토의 등은 있으나 탐구 

/과제연구는 없었고 '문제'로 표기한 것도 과제 연구 

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D 교과서는 탐구에 탐구요소 

를 표시했으며 실험, 토의, 조사 • 토의 등으로 표시 

되었으나 과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모둠 과제'를 

과제연구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둠 과제란 용어 

도 과제 연구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본다. E 교과서에

Table 8. Presentation of inquiry and project in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Textbook
Presentation area 

〜一—一一-
Inquiry process 

and activities
Project

Whether or not indication of 
inquiry elements in inquiry process

A Inquiry, Trial One step more Indicated

B Inquiry, Trial
Deepening project, 
Research

Indicated

C
Inquiry, Trial 
Seeing and thinking 
Reading and thinking

- Indicated

D Inquiry Group project Indicated
E Inquiry, Thinking - Non indicated
F Inquiry Project Non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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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탐구요소는 표시하지 않은 채 탐구만 되어 있고 

탐구 과정이나 활동을 '생각해 보기’ 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탐구활동은 '실험' 이라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사, 토의는 없었으나 '스스로 알 

아보기' 부분 가운데 조사, 토의에 해당되는 것이 있 

었다. F 교과서는 제7차의 탐구과정과 탐구활동 5개 

영역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교과서라 볼 수 있었다 

. 탐구과정은 탐구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교사가 탐구요 

소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탐구 

/과제연구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도 과제 연 

구의 취지에 잘 맞았다. 그리고 탐구/실험, 탐구/조사, 

탐구/조사 • 토의 등 조사와 토의가 붙어 있는 것도 있 

고 과제연구와 조사가 적거나, 없는 단원이 대부분이 

었다. 그래서 7차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영역 

속에 나타난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완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과서 내의 탐구에는 탐구 요소를 명시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 

는 제 7차 교육 과정의 개정의 중점에 미흡할 뿐만 

아니 라교사가 한 주제 안에서 탐구과정 에 알맞는 요 

소를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기회를 발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자들은 제 7차 교육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교과서의 재구성3이 이 

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만약 탐구 요소 

（관찰, 자료해석 등）의 표현이 되어있는 교과서를 채 

택한 경우는 교사가 표시된 탐구 요소 외에 다른 탐 

구 요소들도 본 연구자들이 연구한 관련 문헌35,36 등 

을 참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제 7차에 처음 신설한 탐구 활동 종류의 분석 

결과는 과제 연구나 견학은 너무 빈약하거나 거의 없 

어서 탐구의 수단 즉, 탐구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다. 견학은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활 

용할 수도 있겠으나 제 7차의 중학 과학 교과서와 고 

등학교 화학 I과 II에서는 없거나 아주 낮은 비율로 

다루어진 것은 무척 아쉽다.

셋째, 제 7차 교육 과정 하에서 개발된 교과서가 제 

7차에 제시하지 아니한 탐구 용어들이 많이 조사되었 

다. 6차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해설37과 고등학교 과 

학과 교육과정해설3b 의 내용 체계를 보면 탐구영역에 

관찰, 분류, 측정, 실험, 자료해석, 조사, 토의 등의 비 

교적 적은 요소들이 제시된 데 비하여 제 7차 과학교 

육과정에서는 탐구과정 요소만 해도 12개 요소들에 

더하여 5개의 탐구활동 등 17개의 요소들을 제시하 

고 있어서 탐구학습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중등 

과학교사에게는 상당히 요소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여기에 더하여 각 교과서의 저자들마다 또 다른 용어 

의 요소들을 제시 하면 상당히 복잡한 편 이 라고 볼 수 

있다. 새로 제시된 탐구활동 영역 가운데 토의, 실험, 

조사는 제 6차에도 있었던 것이고 서로 요소들의 성 

격이 확연히 구별된다. 신설된 견학도 그 성격이 뚜 

렷하나 과제 연구의 탐구활동은 일선 중등과학교사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탐구활동 요소들의 성 

격이 뚜렷이 구별되는 5개의 탐구활동으로 정하여 제 

시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각하기, 

해보기, 보고 생각하기, 읽고 생각하기 등의 어감이 비 

슷한 요소들을 더하여 너무나 많은 수의 탐구과정 요 

소와 탐구활동 요소들 때문에 탐구에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점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제 7차 과학교육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회합 

을 통해 결정한 것인 만큼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인 

정해 줄만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관련 문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은 일정한 표준을 설 

정해야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과학교육은 계통 

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기준 

이 필요하다. 특히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는 탐구 

학습의 다양성과 자율성（창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는 무질서와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할 염려도 유념해야한다. 따라서 일선의 중등과학 교 

사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되 가능한 한 국가 수준의 통 

일성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이들 이름의 탐구활동 

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탐구활동 요소의 이름과 관련됨을 표시해 주 

는 것이 제 7차 과학교육과정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 

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을 중학 과학에서 실험, 조사, 토의 등 탐 

구 활동 외에 '해보기 ', 보고 생각하기 '는 탐구 과정 

이나 토의, 실험, 조사 활동으로 해보기 등의 뒤에 괄 

호 안에라도 표시함이 더 좋을 듯하며, 국가의 제 7 
차 교육 과정의 정신인 '국가 수준의 통일성을 추구 

한다'는 면에서 제시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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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에 대한 분석

과제 연구 （project）25,26,39,4。는 Kilpatrick의 활동중심 교 

육과정 조직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원리로서 교사 주 

도식 • 암기식 교수-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생활 그 

자체를 교육으로 간주하는 교육원리를 구체화한 유 

목적적 • 자발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한다.41 과제 

연구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은 개별학습 • 소집단 학 

습으로 수행해야 효과적이며 개방적인 실제 세계에 

서 드러나는 제반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26 즉, 지역적 과학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의 참다운 의미를 배우게하는 과제이다.7 이러한 

탐구활동은 제 7차의 수준별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제란 해결을 요구 

하는 저항적 사태이다. 학습자와 사태사이에 긴장관 

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와 같으나, 문제는 편 

협성을 내포하지만 과제는 전면적인 발달입장에서 보 

는 것이다.4° 따라서 과제연구는 생활과학과 통합과학 

의 과정에 적당하다. 교과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탐구 

과제들은 차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문제 • 

방법 • 결과（수렴적 활동）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다.쪼4° 

이러한 수렴적 활동을 보완하여 충분한 발산적 사고 

와 개방적 활동여］교적 장시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제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26,4。이상과 같은 정신들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탐구활 

동을 과제연구로 보고 분석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과제 연구의 유사한 표현들 중에서 암기만 하면 해결 

하거나, 단순한 계산, 반응식의 완결, 소단원에 편협된 

문제 등은 배제하고 대체로 큰 단원이 끝난 후 활동 

적 • 포괄적 과제를 과제연구로 보았다. 과제 연구로 

교과서 에 표시 되어 있거 나 과제 연구로 볼 수 있는 탐 

구 활동이 전 교과서와 전 학년에 걸쳐서 한 자리 숫 

자로 너무 적 게 조사되었고 과제 연구 활동에 들어있 

는 탐구요소가 대부분 조사와 토의의 탐구 활동과 유 

사하였다. 그리고 과제 연구로 표시한 탐구활동이 없 

거나 과제 연구로 간주하기 가 부족한 탐구활동이 있는 

교과서는 본 연구의 과제연구에 대해 제시한 문헌을 

참고하여，과제연구’ 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에 대한 용어 조사

제 7차의 화학 I과 화학 II 교과서의 탐구 영역 속 

에 나타난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에 대한 표현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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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이 분석의 결과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7차 과학교육과정의 해설에서는, '교과서 

내의 탐구에는 탐구 요소를 명시하지 않는다.'로 되 

어 있으나, 전체 교과서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개정의 중점에 미 

흡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한 주제 안에서 탐구과정 에 

알맞는 요소를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과서 개발자들은 제 7차 교육 과 

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교과서에 표시된 탐구 요 

소 외에 다양한 요소를 다룰 수 있도록 교과서의 재 

구성이 이루어져 야할 것으로 본다.

둘째, 다양한 탐구 학습을 위해서 7차에 처음 신설 

한 탐구 활동 종류의 분석 결과는 과제 연구나 견학 

은 너무 빈약하거나 없어서 탐구의 수단 즉, 탐구 활 

동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다. 견학은 창의적 재 

량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도 있겠으나 제 

7차의 화학 교과서에서는 아주 낮은 비율로 다루어진 

것은 무척 아쉽다. 화학 I의 학습에서는 견학이 들어 

있는 교과서를 참고하면 견학 활동을 할 수 있는 방 

안도 나올 수 있고, 지역의 기관（박물관, 발전소 등） 

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학 II는 배워야 할 학습량과 개념의 수와 폭 

이 크므로 전체 학생 이 이동하는 견학 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화학 II의 탐구 활동에는 견학을 넣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제7차 교육 과정 하에서 개발된 교과서에는 

제7차에 제시하지 아니한 탐구 용어들이 많이 조사되 

었는데 '해보기' 등은 탐구 과정이나 탐구 활동 5개 

중 하나로 괄호 안에라도 표현하면 더 좋을 듯하며, 

제7차 교육 과정의 정신인 '국가 수준의 통일성을 기 

른다42는 면에서 제시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사 

와 학생들에 게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 연구에 대한 분석

과제 연구 활동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Table 
9와 같이 A 교과서는 화학 I, II에서 단원의 중간에 ' 

과제 '라는 문제가 있었으나 과제 연구 활동으로 보기 

는 어려웠으며 그 중 일부의 내용만 과제 연구 활동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교과서는 화학 

I, II 모두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과제 학습' 이라 

는 문제가 있었으나 일부분의 내용만 과제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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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esentation of inquiry and project in chemistry I , II textbooks

Textbook
Presentation area Inquiry process and 

activities
Project

Whether or not indication of inquiry 
elements in inquiry process

A Inquiry Task Indicated
B Inquiry, Trial Learning task Indicated
C Inquiry Project Indicated
D Inquiry, Trial Expansion of thinking Indicated
E Inquiry Project Indicated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 와 E 교과서는 ‘과 

제 연구'라는 문제가 있었으나 단순한 지식을 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 과제 연 

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D 
교과서의 경우는 화학 I, II에서 '생각 넓히기 '라는 내 

용이 있었으나 단순히 지식 내용을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 

과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과제 연구는 자기 주도적 인 학습에 매우 중요한 탐 

구 활동이므로 과제 연구에 대한 7차의 교육 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C 와 E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 

고 대단원에 따른 엄선한 과제 연구의 탐구 활동 개 

발이 요청된다. Table 9와 같이 A 교과서의 '과제', 
B 교과서의 '과제 학습', D 교과서의 '생각 넓호］기' 

등의 용어는 7차에 맞는 탐구 활동의 구체적 형태인 

'과제 연구'의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 및 제언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구체적 탐구 과정과 

활동을 제시한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의 정신이 중학 

과학과 화학 I, II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아보고, 탐구학습 현장의 활용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탐구 영역에 대한 탐구 상황과 탐구 용어를 조사 • 분 

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한다.

중학 과학의 탐구상황의 분석 에서 전체적으로 과학 

적 상황의 비율이 크나 8학년 과학이 7, 9학년 과학 

에 비해서는 개인적 상황, 사회적 상황, 기술적 상황 

의 비율이 더 높았으므로 8학년의 탐구영역의 학습에 

서 어느 정도 STS 적 접근에 의한 탐구학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화학 I 및 II의 

탐구 상황은 교과목의 성격상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너무 과학적 상황에 편중된다. 그러나 개인적 상황이 

화학 I。］ 26%, 화학 II가 10%로 나타난 것은 학습자 

의 관심을 끌 가능성 이라는 면에서 좋은 경향이다. 화 

학【이 II보다 사회적 •기술적 상황도가 높은 것은 화 

학 ［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 야 할 화학적 소양을 기 

르기 위한 과목이며, 화학 II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보 

다 심화된 화학 개념을 다룬다는 과목간의 성격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의 과학학습에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을 대단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는 8학년의 '혼합물의 분리' 단원, 화학 I 
에서는 '화학과 인간', 화학 II에서는 화학 반응' 단원 

의 탐구 상황이 비교적 다양하므로 각 해당 학년의 

과학학습에 이들 단원에서 폭넓은 탐구 학습을 추구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탐구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탐 

구영역에 표시되어 있는 탐구용어에 대한 조사에서 

는,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에 특정 탐구 요소를 명시 

한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표시된 탐구요소에 구애 

되지 말고 다른 탐구요소도 개발하여 탐구학습에 활 

용함이 좋겠다. 그리고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에 대 

한 표현에서 탐구 과정은 '탐구'나 '탐구 과정'으로 

표시하고,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한 5개의 탐 

구활동 요소 이름 외의 용어로 나타낸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가운데 어 

느 용어를 괄호로 표시해서라도 나타내는 것이 7차 

과학교육과정의 이해가 부족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에 

서 새로 제시된 '과제 연구'는 교과서에 유사한 용어 

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활동을 잘 분석하여 본 연구 

에서 지적한 이 활동의 성격에 부합될 때 '과제연구' 

의 탐구활동으로 선정함이 좋을 듯 하다.

이상과 같은 중등과학의 탐구영 역 에 대한 탐구상황 

과 탐구용어의 분석에서 제시한 결론을 종합하여 제 

언을 한다면, 현대 과학교육의 방향은 통합 과학적 접 

근이고 실제 （생활） 상황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중등과 

학의 탐구영역에 대한 다양한 탐구상황을 개발하고 

재구성하여 진정한 종합적 탐구학습을 추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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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 적응의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는 가능한 한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탐구 

의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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