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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I 교과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습 지도 시 화학 교사들의 학습 내용 선택도와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해 조사하여, 화학I 교과가 교 

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40개 고등학교 화학 교사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화학 교사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의 목표가 화학적 소 

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학I 교과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은 실험 •실습 수 

업 혹은 조사 및 토의 수업과 같은 탐구 중심의 수업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개 

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화학 교사에 따라 학습 내용 선택도에 차이가 많았다. 그리고 화학 교 

사들은 화학I 교과가 화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화학 개념을 체계적 

으로 이해시키기엔 부적당하기 때문에, 화학I 교과의 학습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 에 의 한 화학I 교과의 목표에서 탐구 학습 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탐구 중심의 수업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분한 교사 연수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개정 시 에 화학 교사들의 경험 이 중 

분히 반영되 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제7차교육과정,화학I교과, 교사 인식,학습 지도방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hemistry teachers, perceptions on the ai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emistry I course from the 7th national curriculum by means of investigating how frequently particular learning 
contents were selected and what the teachers' teaching styles were in order to find out how effectively teachers were 
working with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teaching. For this stud）；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s, 
which was answered by 44 chemistry teachers in 40 different high schools.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erception on the aim and characteristics of chemistry I course, many chemistry teachers have already perceived 
that the aim of the course was to promote democratic citizens with the knowledge of chemistry. And the most appropriate 
way of teaching chemistry I course was inquiry-centered teaching such as experiment-practice and inquiry-discussion. 
However, these perceptions were not reflected when they actually taught students in the classroom. Instead, mos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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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was concepts learning and there were a lot of differences in selecting learning contents among chemistry teachers. 
Furthermore, although chemistry I course was considered a good subject to make students have interest and curiosity in 
chemistry, it was not appropriate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s of chemistry. Therefore, learning contents in 
chemistry I course need to improve. In conclusion, as the goal of 7th national curriculum of chemistry I course was to 
emphasize inquiry teaching, inquiry based teaching should be practiced in the class. Moreover, sufficient teacher training 
should be accompanied and alternative additional teaching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Finally teachers' experienc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when it is revised.

Keywords: 7th National Curriculum, Chemistry I Course, Teacher's Perception, Teach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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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 

교급간의 연계성, 교육과정 내용의 축소, 심화•보충 

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종합적 인 탐구 학습 활 

동의 강조를 기본 방향으로 한 제7차 교육과정 이 2004 
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학년 

에 적용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교과 

인 화학］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괴-학， 

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화학의 기본 개념 

이해와 화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교과는 주변의 물질 

을 중심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화학의 기본 개 

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 

서 탐구적으로 다룬다，고 제시되 어 있어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 

은 탐구 활동이 새롭게 제시되 었고 새로운 탐구 요소 

들이 추가되 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에 따라 화학］ 교과서 내용을 제6차 교육과정의 화학 

1 교과서 내용과 비교하면, 13개의 중단원이 삭제되 

고 4개의 단원이 신설되 어 전체적으로 학습량이 현저 

하게 줄어들었다.2

제7차 교육과정 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점 

에서 고등학교 화학 교사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담긴 

화학］ 교과의 목표와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생들 

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지 

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제7차 화학과 교육과 

정의 이념이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현되고 있는 

지를 유주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과학과 지도 실태3나 과학 교사들의 교육과정 에 관한 

인식 조사,4■，화학］ 교과의 탐구 영 역 분석，双 실험실습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은 보고되어 있으나, 선택과목 

의 특성을 고려한 화학］ 교과의 수업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교과 

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화학］ 

교과의 운영 실태, 그리고 학습 지도 시 화학 교사들 

의 학습 내용 선택도와 학습 지도 방식을 조사하여, 

교육 현장에서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한 화학］ 교과의 

이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화학I 교 

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방법.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한 화학］ 교과의 목 

표와 성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화학］ 교과 

의 교육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 및 화학 교사들의 학 

습 내용 선택도와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화 

학 교사들의 화학］ 교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현재 화학1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화학 

교사들의 학습 내용 선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 단원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5종의 고등 

학교 화학］ 교과서 h*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사 대상 

단원을 선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교과의 학습 내용 범 

위를 알아보기 위해，우리 주변의 물질，단원 중 물 

영 역에서 24개의 주요 개념을 선택하였다. 탐구 요소 

들에 의한 화학1 교과서의 탐구 영역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우리 주변의 물질，단원이 다른 단 

원에 비해서 탐구 활동의 횟수와 기초 탐구 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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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므로, 팀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화힉1 교과 

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인식 조사에 적합한 단원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대상 단원을 선정한 후 화흐卜 교사 

들에 게 설문지를 통해 학습 내용 선택을 어떻 게 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화힉1 교과의 학습 지도 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 

학 교사들의 학습 지도 방식을 개념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과제학습, 발표,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학습 

등 6개로 분류하였고, 이 중 팀구힉습은 실험, 시범실 

험, 조사하기, 주리하기, 해보기, 자료해석, 분류 등 7 
개의 하위 힉습 지도 방식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이 

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화흐卜 교사들의 힉습 

지도 방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 

들気關。을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 내용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교육 전문가 3인과 화학 

교사 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화학 교사들의 화힉1 교과에 대한 인식과 학습 지 

도 실태는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한 화힉1 교과의 목표 

와 성격에 대한 인식, 화힉1 교과의 지도 실태와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의 세부적 인 문항 구성은 Table 1과 깉다■.

설문지의 문항 중에서 화학］의 성격에 대한 II-7번 

문항과，물，단원의 1표면장력，지도 시 에 사용하는 학 

습 지도 형태에 대한 IV-10번 문항은 응딥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읺았다.

조사대상.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교과에 대 

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학습 지도 방식 에 대한 조 

사는 H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국 10개 시 

도의 40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화학 교사 4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화학 교사들은 모두 

교직경력이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에서 화힉1 교과를 

지도하고 있거나 또는 지도해 논 경험이 있었다.

연구결과및논의

호I학I 교과의 목표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 제 

7차 교육과정 에 의한 화힉1 교과의 목표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깉다.

Table 2를 실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힉1 
교과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화학 교사 

들은 화학적 소양을 힘양하는 것 이라는 응답이 56.8%, 

STS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25.0%로, 대부분의 화학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고 있는 화힉1 교과의 목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화힉1 교과가 자연 

현상과 물질에 관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화힉削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화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임 이 교육과정 에 명

Table 2. Recognition to goals of ch如istry I course

Item Response precent 
(%)

Acquisition of inquiry capability 9.1
Degrees of deepening utiderstanditig to 4.5
ch 였nistry
Thinking sy어였ns like the STS 25.0
Chemical knowledge acquisition 56.8
어 c. 4.5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Number Contents
1-1,2,3,4,5 
IT-1,2,5 
IT-3,4 
IT-7 
m-i, 2,3 
IV-1,2
IV-3,4,5 
IV-6,7,8 
IV-9 
IV-10 
TV-11,12

Backg倾md infonnation of the participants
Goals of chemistry I course
Comparison between 6th and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Na代ire of chemistty I course
Actual management condition of chemistry I course
The procedure of learning itistm없 ion in4 water chapter
Sele없ion of learning contents in'water' chapter
Recognition to the method of learning instruction
Sele 없 of 어 a瓮 dasds to inquity activities
Methods of learning itistni없 ion used when doing 'surface tension' iti 어 m없 ion of water chapter 
Improving contents of chemistry I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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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 fonn fit for educational goal of chemist I course

Class fbnn Response precent (%)
Explanation class 11.4
Experiment/practice class 40.9
Tnve 어 igaticWdiscusshm class 38.5
Audiovisual medium class 9.1

시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힉1 교과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에 대한 화 

흐］,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실펴보면, 화힉1 교과의 목표에 적 합한 수 

업 방식으로 조사 및 토의 수업 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이 었고, 실험 •실습 수업 방식 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였으며, 기타 설명식 

수업이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이었다. 화힉1 교과의，우리 주 

변의 물질，단원에 포함된 탐구 요소 종류별 횟수에 

관한 연구$에서 토론요소는 25.3%, 조사요소는 18.0%, 

실험 요소는 50.7%로 나타났는데, 화흐｝ 교사들은 화 

힉1 교과에 포함된 팀구 요소에 적힙한 수업 방식으 

로 실험 • 실습과 및 조사 및 토의 수업 이라고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화학 교 

사들은 화힉1 교과의 학습 내용을 단순히 전달을 하 

는 수업 방식이 아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침I여하는 

수업 방식이 화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힉1 교과의 성격에 대 

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과 Fig. 2 
와 같다.

Fig. 1을 실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힉1 교과의 긍정 적인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다는 응답이 

86.3%, 화학과 사회의 관계를 일게 한다는 응답이 

61.4%, 화학이 유용한 힉문임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응답이 61.3%, 화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라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다.

반면에 Fig. 2를 실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 

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힉1 교과의 부정 적인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5%가 화힉1 교과의 

화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힉생들에게 이해시키기에 부 

적당하므로, 화학 개념이 화힉1 교과에 좀 더 부가되 

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화힉1 교과의 화학 

개념에 관한 것은 화힉1 교과서 내용에 관한 연구들 

w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화힉1 교과가 과학적 태도와 화학적 소양 힘양에 기 

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응답이 Fig. 

3에 나타나 있다.

Fig. 3을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1 교과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화학적 소양 함 

양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9%인

useful subject

Fig. 1. Reply rate of positive recognition to the nat틶we of ch였nistry I cours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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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ly rale of negative recognilion lo lhe nature of chemistry I course.

Fig. 3. Conlribulion of chemistry I course lo scienlific alti
tude and acquisilion of chemical elemeniaw knowledge.

데, 화힉 1 교과가 심화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 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화학적 소양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근논 취지에 부합함 

을 알 수 있다.

호］학I 교과의 학습 내용 선택도. 화힉1 교과서의 

물，단원에서 추출한 24개의 주요 개념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학습 내용 선택도는 Table 4와 같다.

2007. Vol. 51. No. 1

Table 4를 실펴보면,，물，단원의 24개 주요 개념 중 

에서 모든 화학 교사들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 분자의 구조와，수소 결힙”!있으며, 나머지 힉습 

내용에 대한 선택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 

므로 학습 지도의 난이도와 심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힉생들의 

인지 수준과 화학 I 교과서 내용이 요구하는 인지 수준 

비교 분석，6으로부터 화학 교사들은，물，단원에 대한 

힉습 내용 접근 방법에서 현상적인 관점을 벗어나 화 

힉결합이 나 분자 간 인력 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지 않 

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 

조사7에서 힉습 지도 시에 힉습 내용의 선택을 다양 

하게 하는 것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보다 융통성 있 

게 운영할 수 있는 긍정 적 인 면도 있다고 지 적 하였는 

데, 교육과정의 융통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후속 학 

습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 

학 교사들의 힉습 지도 경험과 교과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교육과정과 화힉1 교과서의 개발 시에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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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ection frequency of learning contents for instruction 
of chemistry T course

T ' Response precentLearning content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Structure of water 100
Hydrogen bond 100
Polar & nonpolar substance 97.4
Surface tension 97.4
Structure of ice 97.4
Density change with temperature 97.4
Boiling point & melting point 94.9
Specific heat 94.9
Force between molecules 89.7
State change & volume change 89.7
Heat of vaporization & solidification 87.2
Covalent bond 87.2
Electrolysis of water 87.2
Polar & nonpolar bond 76.9
Kind of chemical bond 74.4
Capillary tube phenomenon 74.4
Electronegativity 69.2
Hydration 66.7
Dimer 61.5
Surface-active agent 61.5
Condensation force 59.0
Gaseous solubility 59.0
Heat capacity 56.4
Adhesion 43.6

호卜학I 교과의 학습 지도 방식. 화학］ 교과의 학습 지 

도 시에 학습이 시작하기 전과 학습 지도 중에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한 학습 지도 방식과 사용하는 학습 

의 형태에 대하여 화학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화학］ 교과의 학습 지도 시에 화학 교사들은 학습 의 

욕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화학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관련 

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 

을 50%의 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9%의 화학 교사들이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 

된 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1 교과는 화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자의 경 

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탐구적으로 다 

룬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화학1 교과의 성격이 화 

학 교사들의 학습 지도 방식에 잘 반영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학］ 교과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 

하기 위해서 개념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발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화학 교사는 

15.9%이 었다. 제6차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과 실천 

에 대한 과학 교사의 인식 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들 

은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반면에 학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므로 화학］ 교과 내용의 효과적인 교 

수-학습을 위한 화학 교사들의 개별적 인 학습 지도 방 

식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지만, 교사들이 교과 

내용에 적절한 교수법 에 대한 구체적 인 안내와 실천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쉽게 찾기 어려우므로, 교 

사들이 적절한 교수법과 실천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화학］ 교과서의 물 단원 중 표면 장력에 대한 내 

용 지도 시에 활용하는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살펴보면, 학습 지도 방식으로 개념 학습 

이 70.7%로 가장 많았으며, 탐구 학습은 실험 이 36.6%, 

시범 실험이 39.0%를 차지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1 교과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 （7泌/e 3） 

으로 조사 및 토의 수업에 대한 응답이 38.5%였고, 

실험 • 실습 수업 에 대한 응답이 40.9%였으므로, 대부 

분의 화학 교사들이 탐구 학습이 화학 교육의 목표

Table 5. Teaching style for teaching style from surface tension of water chapter

Announce
ment 

learning

Inquiry learning
Teaching Concept

style learning
Cooperate 
learning

Subject 
learning

Individual 
learning Experi

ment

Showing 
experi
ment

Investi
gation

Guessing Doing
Data inter- Classifica- 
pretation tion

Response 
precent 

(%)
70.7 2.4 7.3 2.4 2.4 36.6 39.0 7.3 2.4 22.0 17.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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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념 중 

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 

교 화학에서 실험•실습과 실험 평가에 대한 실태 조 

사'。에서 많은 화학 교사들이 화학 수업에서 실험 •실 

습 수업이 전체 수업의 16~25%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 

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그렇게 하지 읺는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탐구 수업을 지향하는 과학 교사의 신념 

과 실제 수업의 분석 ®에서 교사의 신념과 자신들이 

행하는 수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교사들이 인식하는 과학과 목표별 중요도와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와 탐구 화학 실험을 통한 고 

등학교 힉생들의 과학 성취도 향상에 관한 연구加에 

서 탐구 화학 실험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학습자의 

과학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화학 교사들이 화힉1 교과의 목표를 딜성하기에 적합 

한 수업 방식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 

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방안의 하나로써 중등 

힉:교 과학 교사를 위한 과학탐구 능력 빌딜I 프로그램 

이 과학 교사의 과학탐구 수업 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⑴를 고려해 볼 때,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수업에 대한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는 연수와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다 

양한 탐구 활동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이상적 인 힉습 지도 방식 과 실제 수업 간 

차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탐 

구 힉습과 학생 중심 힉습 방법 에 대한 교사 교육과 

교과 연수, 그리고 교수희습 자료의 보급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 

서 교과 연수에 대한 교사의 불만족 사례 연구华3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 

과 교육학 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탐구법과 힉생 중심 

의 교수학습 모델 및 사례가 개빌되어 있으나, 연구 

결과물들이 얼마나 교육 현장에 보급되 어 있으며, 교 

사 교육과 교과 연수의 자료로써 얼마만큼 활용가치 

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 상적 인 학습 지도 방식과 실제 수 

업 간의 차이가 단지 입시나 화학 교사들의 편의 때 

문이라고 분석하기 이전에 화학 교사들의 교수희습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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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dea for improving contents of chemistry I course

Response precent (%)
It is necessaty to improve 88.6
Have no idea 6.8
It isn't necessary to improve 4.7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학 교사들의 화힉1 
교과의 목표에 대한 인식 이 실제로 교수-힉습 방법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에 관한 교과 연수를 전 

문화시 키고,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의 보급을 보다 적 

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힉1 교과의 지도 시에 느 

낀 화힉1 교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응답은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실펴보면, 화힉1 교과 지도 시 에 느낀 화 

학］ 교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88.6%의 화흐卜 교 

사들이 개선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화힉1 교과의 학 

습 내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의 견으로 화힉1 교과 

의 힉습 내용을 생활 소재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좋으 

나, 화학 개념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화힉II 교과와 논 

리 적으로 연결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힉1 교 

과에서 개선해야 할 구체적 인 내용으로 자연계열 학 

생을 배려한 좀 더 심화된 학습 내용이 필요하고, 화 

힉1 교과서 에서 가르쳐 야할 학습 내용에 대한 수준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고등학 

교 2학년 힉생들의 인지 수준과 화학 I 교과서 내용이 

요구하는 인지수준 비교 분석'6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은 것이다.

또한 중등과학 물질 분야 팀구영 역의 탐구 상황 및 

팀구 용어 에 대한 조사9에서 화학】 교과의 팀구 영 역 

에서의 팀구 상황이 주변에서 쉽 게 접하지 못하는 과 

학적 상황에 믾'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 적하였는데, 이 

연구에 서 도 화학 교사들이 화힉1 교과가 인문계열 학 

생들에게 과학적 소양을 힘양시키고 팀구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내용을 더 축소하고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학습 내용으로 쉽고 흥미 있게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 

문계열의 특성 을 고려 하여 자연 계 열과 학습 내용 수 

준이 나 이 수 시 간 등을 차별화시 켜 인문계열이 나 자 

연계열 힉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생길 수 있는 

힉생들의 불이 익을 해소흐！］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의 탐구 요소들에 의한 화힉1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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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탐구 영역 분석$에서 탐구 요소가 실험과 조사 

및 토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양한 탐구 활동 

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는데, 이 연구의 화학 교시들도 

화학］ 교과서가 제7차 교육과정의 정 신인 자기 주도 

적과 창의적인 재량 활동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탐구 활동이 보충되 어 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1 교과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학습 지도 방식을 알아보 

았는데, 고등학교 화학 교사들은 제 7차 교육과정 에 의 

한 화학］ 교과의 목표가 화학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 

민의 양성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학1 교과의 목 

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으로 실험 •실습이나 조사 및 

토의 수업 같은 탐구 중심의 수업 방식 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화학I 교과의 이상적인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하여 중분한 인식 공유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개념 전달 

을 중요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교수-학습 방 

법 역시 교사의 개념 전달 중심의 수업 이 탐구 수업 

이나 실험 수업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 지도 방식과 실제 수업 간 

차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탐구 학습과 

학생 중심 학습 방법 에 대한 교사 교육과 교과 연수,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교과 교육학 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탐구법과 학생 중 

심의 교수-학습 모델 및 사례가 개발되 어 있으나, 연 

구 결과물들의 교육 현장 보급 여부와 교사 교육 및 

교과 연수의 자료로써의 활용가치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인 학습 지도 방 

식과 실제 수업 간의 차이가 단지 입시나 화학 교사 

들의 편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 이 전에 화학 교사들 

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실질적 인 지원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학 교사들의 화학］ 교과의 목표에 대한 

인식 이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탐 

구 학습에 관한 교과 연수를 전문화시키고, 교수-학 

습 방법과 자료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화학］ 교과에 

대하여 긍정 적 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고,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화학 교사에 따라 화학］ 교과의 학습 내 

용 선택도에 차이가 많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교과가 화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해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 탐구 활동을 통한 

기본 개념의 이해라는 화학1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 

영하는 것 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것 이 아니므로, 개 

념 영역 내용의 축소 원인이 된 탐구 능력 향상을 위 

한 지도 방법의 개선과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다 

양한 소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 

학 개념 영 역의 보완을 위해서는 화학 교사들의 학습 

지도 경험과 교과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교육과정과 화학 

1 교과서의 개발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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