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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the basic words of physics for science education which were learned 
through everyday life or school education and be foundation of learning science. For this, we collected all words 
in the 'Wise Life' textbooks by 7th and 2007 National Curriculum, and extract the science words. As a result, 
there were 8,970 words in 8 textbooks of 'Wise Life', and about 18% of them, 1,585 words, were science words. 
There were 266 kinds of science words and most of them were biology words. And the textbooks by 2007 
National Curriculum had more science words than by 7th's. Finally we selected 24 basic words of science only 
in the physics area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difficulty, need an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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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통은 대부
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또는 각
종 매체가 소통의 보조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언어를 빼놓고는 설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많은 과학

용어가 사용됨으로 인해 학생과의 소통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김현주, 1997; 임종효, 2004; 
한재영, 1994), 이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주된 장
애 요인가운데 하나로지적되고 있다(강경희, 1997; 
김양진, 1997; 남경식, 2008; 방상규, 2005; 신명환, 
2010).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용어가 나오면 읽기를 잘

하는 학생들조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Fang, 
2006), 과학 용어 배우는 것을 외국어를 배우는 것
에비유하기도할만큼어려워한다(양찬호등, 2011). 

교사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용어들이 학생들

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오대섭 등, 199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은정(2012)은 과학 교육에서 사용
되는 과학 용어들을 정리하여 학생들이 과학을 처

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를 체계적이고 의도적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
들에게 하나의 과학 개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

및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전 학년에서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용어들을 접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학년 과학 교과서 물리 단원에

수록된 물리 용어를 조사한 윤은정(2012)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3학년에서 ‘과학’을 처음

으로 배우기 이전에 접하고 있는 물리 용어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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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물리 단원에 수록된 과학

용어의 수는 3학년이 6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
학년이 38개, 5학년이 35개, 6학년이 28개의 순으로
줄어들고 있었다(윤은정, 2012). 과학 과목을 처음
배우는 3학년에서 고학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
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

일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학생들이 3학년에 진학하
여 과학 과목을 배우기 이전 즉 일상생활 및 1학년
과 2학년의 교육을 통해 이미 접한 용어들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여기에 해
당하는 용어 수를 20개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러한 용어들에 대해 1～2학년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3학년에서의 과학 용어에 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슬기로운 생활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부딪

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탐구 활동 중심의 통합교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서 습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의 기초 탐구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3학
년 이후의 교과 활동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08). 따라서 ‘슬기로운 생활’ 교과
서에 수록된 과학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3학년 이후의 과학 과
목과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3학년 이전에 학생들이 접하는 과학 용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과학
용어를 수집하고, 수집된 용어들의 사용 빈도, 난이
도, 3학년 ‘과학’ 과목에서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1～2학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과
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수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적이 있는 바(김한샘, 2010),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수
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과학 교육에서 교육할 용어에 대한 기준이 마련

되면, 추후의 교과서 집필에 반영될 수 있다. 교과
서 집필 시 선정된 용어들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들 용어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집필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에 사용되는 교사들의 용어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칫, 과학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를 그것을 쓰고 있는 교과서에서 찾

는다는 것이 모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교
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한 결

과를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 교과서 편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문화관광부, 1999). 또한
이는 최근 언어 연구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험적

언어학의 연구 방법에 해당하며, 과학 용어가 영역
특수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언어로써 가지는

보편적 성격에 착안하여 실시된 것이다.
모든 언어의 중심은 어휘에 있으며(Singleton et 

al., 2000), 교육에서는 의도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어휘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길기송, 2002; 김윤승, 
2000; 이미숙, 2003). 같은 맥락으로 각 교과에서는
해당 영역의 용어가 중요한 교육 요소가 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컴퓨터 등의 교과에서 교과
서에 수록된 용어 분석을 통해 해당 영역의 용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김갑수 등, 2004). 그 결
과, 국어과에서는 교과서에 별도로 학습 용어 해설
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어과에서는 학년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기본 어휘표’를 제시하고 있다(이주연, 2005). 또한
미술과에서는 학교 급별로 미술 교과서에 사용된

미술 용어를 조사하여 일본의 학교 급별 미술 용어

와 비교 분석한 적이 있으며(이주연, 2005), 김갑수
등(2004)은 컴퓨터 지식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서는 컴퓨터 용어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고 하였

다. 또한 그 시작이 초등학교 컴퓨터 용어부터 출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에
수록된 컴퓨터 용어를 수집하여 학교 급별로 정리

한 바 있다. 그는 같은 연구에서 편수자료의 용어와
실제 교과서에 수록된 용어 사이에 일치도가 54.7%
밖에 되지 않으며,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정의된 컴퓨터 용어사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윤은정(2012)은 과학 용어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과학 교과서 물리 영역에 수록된 과학 용어를

모두 수집하여 학년별로 평정한 바 있다. 같은 연구
에서 과학과목의 편수 자료 역시 과학 교과서에 수

록된 과학 용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 교
과서 집필에 참고 자료가 되는 편수 자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며, 과학 교육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 용
어를 교육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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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슬기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이므

로 물리 용어 분석을 위한 자료로써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슬기로운 생활은 또한 3학년 이후의 교과
활동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3학년 이후의 과학 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3학년 이후 과학 과목의 물리 영역
과 관련하여 슬기로운 생활에 어떤 물리 용어가 어

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II.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 번
째는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을

조사한 뒤, 과학 용어를 수집하고, 용어 분포 및 용
어 수를 분석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수집된 과
학 용어 가운데 물리 영역의 용어만을 대상으로

1～2 학년에서 용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용어
들을 정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연
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어휘 수집 및

과학 용어 분석

표 1.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슬기로운 생활 1-1 슬기로운 생활 1-1

슬기로운 생활 1-2 슬기로운 생활 1-2

슬기로운 생활 2-1 슬기로운 생활 2-1

슬기로운 생활 2-2 슬기로운 생활 2-2

표 2. 과학용어 분류 기준

영역 분류 기준

물리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어 분류
+

물리학용어집(한국물리학회, 2010)

생물 생물학용어집(한국생물과학협회, 2005; 2010년 추가 용어 포함)

지구과학 지구과학 학술용어집(한국지구과학회, 2003)

화학 화학술어집(대한화학회, 2008)

본 연구를 위해 7차 교육과정 및 2007 교육과정
에 따른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전체에 수록된 어
휘를 수집하였는데,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총 8
권으로 그 목록은 표 1과 같다.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어휘를 수집하는 방법은

과학 용어 분석 프로그램인 SWA(윤은정, 박윤배, 
2009)를 사용하였으며, 표지와 차례, 부록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SWA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전문어 분류 기준에 따라 과학 용어를 구

분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분류 기
준과 학계 전문가들의 용어 분류 기준 사이에는 상

당한 차이가 있다(윤은정, 201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분류 이외에 추가

로 각 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과 비교하여 용어집

에 수록된 것들을 과학 용어로 수용하였다. 이 때
사용한 용어집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수집한 어휘와 과학 용어들을 영역별, 교육과정

별, 학년별, 학기별, 단원별로 분류 및 분포를 분석
해 보았다.

2. 물리 영역의 교육용 과학 용어 선정

수집된 과학 용어 가운데 물리 영역의 용어만을

추출하여 ‘슬기로운 생활’에서 교육할 교육용 과학
용어를 선정하였는데, 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앞서 수집한 과학 용어 가운데에서 표준국어대

사전과 물리학 용어집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 영역

의 과학 용어만을 추출한 다음, 각각의 용어가 ‘슬
기로운 생활’ 교과서 전체에서 사용된 빈도를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용어의 난이도와 필요성을 알아보기

그림 1. 교육용 과학 용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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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초등학교 1, 2, 3, 4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난이도는 제시된 과
학 용어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어렵다고 여겨지

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용어들은 현재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2학년 교과서에서 새로 등
장하는 용어들은 현재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에는 용어들의 정
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과학 용어와 함께 사전적

의미를 함께 제시하였다. 용어의 필요성은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과학 용어들이 ‘과학’ 과목
을 학습하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교사들

의 생각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
문 대상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전국 여러 지역

에 걸쳐서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설문 대
상의 지역별, 성별, 경력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용어 분석 기준은 아래

와 같다.
첫째,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의 ‘슬기로

운 생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용어를 추출하였다. 
두 교육과정에 따른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는 유
사한 성격과 목표에 따라 기술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두 교육과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된 과학 용어들은 ‘슬기로운 생활’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과학 용어일 확률

표 3. 설문조사 대상 분포

학교소재 성별 교육경력 담당학년

특별시 52
남 19

1～5년 23
1학년 46

6～10년 32

광역시 47 2학년 3611～15년 38

여 125

16～20년 13
시, 군, 
구

27 3학년 7021～25년 22

26～30년 21

읍, 면 26 4학년 8

무응답 17

31～35년 7

36년 이상 3
무응답 9 무응답 1

무응답 2

총계 161

이 높다고 판단하여 1차적으로 교육용 과학 용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둘째, 필요성이 낮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용어들

을 제거하였다. 용어의 난이도와 필요성은 5점 척
도의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난이도의 경우 ‘매우
쉬움’ 1점, ‘쉬움’ 2점, ‘보통’ 3점, ‘어려움’ 4점, ‘매
우 어려움’ 5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필요성의 경
우 ‘전혀 필요 없음’ 1점, ‘필요 없음’ 2점, ‘보통’ 3
점, ‘필요함’ 4점, ‘꼭 필요함’ 5점으로 점수화 화였
다. 결과는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전체 교사 의견
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운데에 해
당하는 값인 평균값 3을 기준으로 하여 난이도와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사 설문을 통해 평
균값 3.0 미만의 필요성을 가지면서 평균값 3.0 이
상의 난이도를 갖는 용어를 제거하였다. ‘과학’을
학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1, 2학년에서 난이도 높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러한 용어들은 가급적 쉬
운 일상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과학 용어들

을 사용 빈도에 따라 나열한 다음 상위 24개의 용
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사용된 용
어의 빈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교육과정
의 목표와 중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어의
중요도 및 수준에 대한 집필자의 주관이 반영된 것

이다. 특히 과학 영역의 집필자들은 과학 교육 전문
가들이므로 교과서에 사용된 빈도를 참고하는 것은

이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된다. 다
음으로 24개의 개수는 학생들이 슬기로운 생활을

배우는 동안 과학 분야를 1차시 수업할 때 1개의새
로운 용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슬
기로운 생활’은 통합 교육과정이므로 내용 가운데
과학 분야를 분리하여 다루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시수와 과학 분야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

려하여 정하였다. ‘슬기로운 생활’은 3학년부터 시
작되는 ‘사회’, ‘과학’ 과목의 통합 교육과정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전체 내용 구성 가운데

50%정도를 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
간 수업 시수 192시간(교육과학기술부, 2008) 가운
데 96시간을 과학에 할당된 시수로 보았다. 다음으
로 본 연구는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만을 정리하였

으므로 과학의 네 영역으로 다시 시수를 나누어 24
시간이 물리 영역에 할당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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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어휘 및 과학

용어 분석

1) 어휘 수 분석

7차 교육과정 및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슬기로
운 생활’ 교과서 8권에는 총 8,970개의 어휘가 사용
되고 있었는데, 7차 교육과정이 3,571개, 2007 교육
과정이 5,399개로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비해 1.5배 가량 많
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재용
(2010)은 초등학교 1, 2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의 개수가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

는데,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역시 같은 경향을 보
이고 있었다. 2007 교육과정에 따른 ‘슬기로운 생
활’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연간 수업 시수가 256
시간에서 192시간으로 줄었고, 교과서의 페이지 수
는 304쪽에서 350쪽으로 늘어났다. 페이지 수는

15% 정도 증가한데 반해 어휘 수는 50% 이상 증가
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교과서에서 그림이나
사진 등에 비해 문자로 된 설명의 비율이 늘어난

표 4.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수

교육과정 교과서
연 어휘 수1) 

(개)
개별어휘수2)

(개)
평균

빈도 수

7차
교육과정

1～1 750 253 3.0

1～2 875 283 3.1

2～1 941 305 3.1

2～2 1,005 331 3.0

계 3,571 779 4.6

2007 
교육과정

1～1 827 314 2.6

1～2 1,069 381 2.8

2～1 1,683 425 4.0

2～2 1,820 478 3.8

계 5,399 1,024 5.3

전체 8,970 1,352 6.6

1) 연 어휘 수 : 조사 대상이 된 자료에 수록된 전체 어휘의 수
2) 개별 어휘 수 : 조사 대상이 된 자료에 수록된 어휘 가운데

중복하여 사용된 경우를 제외한 어휘 수

그림 2.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연 어휘 수

그림 3.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개별 어휘 수

것을 알 수 있다.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수를 학

기별로 나누어서 비교해본 결과, 학기가 지날수록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 어휘 수와 개별 어휘 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휘 수의 단
원별 비교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 비해 2007 교육과
정에서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학년 1
학기 교과서의 연 어휘 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3).

2) 과학 용어 수 분석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각 분야의 용어집을

기준으로 과학 용어를 추출한 결과 ‘슬기로운 생
활’ 교과서에 수록된 8,970개의 어휘 가운데 과학
용어는 1,585개이었으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266종의 과학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용어 역시 7차에 비하여 2007 교육과정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5). 
특히 2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두 교육과정의 차이
가 가장 컸으며, 연 어휘 수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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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슬기로운 생활’에 수록된 과학 용어 수

교육과정 교과서
연 어휘 수

(개)
개별 어휘 수

(개)
평균

빈도수

7차
교육과정

1-1 161 61 2.6

1-2 124 47 2.6

2-1 118 42 2.8

2-2 169 55 3.1

 계 572 145 3.9

2007 
교육과정

1-1 183 81 2.3

1-2 221 75 2.9

2-1 312 77 4.1

2-2 297 72 4.1

계 1,013 204 5.0

전체 1,585 266 6.0

그림 4. 과학 용어 연 어휘 수

그림 5. 과학 용어 개별 어휘 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용어의 개별 어
휘 수 분석 결과, 7차와 2007 교육과정에서 공통적
으로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가장 많은 종류의 과학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학기가 지

날수록 과학 용어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학교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1학년 1학기
에 과학 용어로 인한 학습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과학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기 이전에 많은 양의 과

학 용어를 접하게 되면 정확한 개념 이해보다는 단

순한 용어의 암기로 인해 오개념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1학년 1학기에 사용된 과학 용어 가운데에는 학
교 입학 이전, 즉 유치원 교육 또는 그 이전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과학 용어가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단원별로 과학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단원별 수록 과학 용어 수를 비교해 보

았다(그림 6, 7 참조). 그 결과,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모두에서 단원에 따라 사

용하고 있는 과학 용어의 수가 편차가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과학 용어 수가 다른 경우가 있

었다. 그림 6과 그림 7에 강조하여 표시한 단원은 1
학년 2학기의 ‘우리들의 겨울맞이’라는 단원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주제를 다룬 단원이다. 7차 교
육과정에서는 4개의 과학 용어가 사용된 것에 반
해, 2007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26개의 과학 용어
가 사용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현
상은 2학년의 그림자를 다룬 단원을 비롯하여 몇몇
단원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주제를 다
루더라도 교과서 집필자에 따라 용어 사용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영역별 과학 용어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서 수집한 과학 용어를
영역별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물리 영역 과학
용어가 58개, 생물 영역이 101개, 지구과학 영역이
52개, 화학 영역이 5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물 용어가 101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
데, 생물 명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역별로 수집된 용어들을 살
펴본 결과, 해당 영역의 전문 용어 여부에 대한 의
문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용어를

교육용 과학 용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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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차 교육과정 슬기로운 생활 단원별 과학 용어 수

그림 7. 2007 교육과정 슬기로운 생활 단원별 과학 용어 수

한 판단을 위해 각 학계에서 용어로 인정한 이유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영역별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을 추가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단순히 학계

에서 인정한 용어들을 모두 해당 영역의 용어로 수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
다.

2. 물리 영역의 교육용 과학 용어 선정

1)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에 공통적으

로 사용된 과학 용어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 55개 가운데 7차 교육과
정과 2007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39개였으며, 표 7에 나타내었다. 이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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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영역별 과학 용어

물리

(55개)

거리8, 고리1, 고장11, 과정3, 관찰1, 그림1, 그림자, 기구14, 기준3, 길이1, 끈1, 끝1, 높이2, 눈4, 도구10, 동그라미, 띠1, 라디오, 
면5, 모습1, 목소리, 무게, 무리1, 물체, 미끄럼, 바늘, 방향1, 부분1, 빛, 소리1, 순서, 시10, 시각3, 시간4, 신호1, 어림1, 왼쪽, 
이동3, 자1, 자리1, 자석4, 저울1, 점10, 정도11, 짐1, 짝1, 차례1, 체온계, 컴퓨터, 텔레비전, 팽이1, 필름, 해1, 홀수, 환경2

생물

(101개)

가축2, 강아지, 개3, 겨울잠, 계획1, 고리1, 고양이, 곤충, 과정3, 관계5, 귀1, 근육, 금붕어, 기구14, 기억2, 기준3, 꽃1, 끈1, 나
비3, 냄새, 놀이1, 눈1, 닭, 도토리, 동물, 동물원, 맛1, 면5, 무리1, 물체, 발1, 발바닥, 방7, 배1, 버섯2, 번데기1, 벌레1, 벼, 
보리, 부분1, 뼈, 사람, 사촌, 새3, 선14, 선택, 소3, 속1, 손1, 손가락, 손바닥, 수염4, 순서, 습관, 시각3, 시간4, 식물2, 식품1, 
신호1, 실5, 씨1, 애벌레, 약7, 얼굴1, 열매1, 열쇠, 옥수수, 우선2, 운동2, 이3, 이동3, 일1, 입, 잎1, 자기4, 자료3, 자연1, 자운영, 
잠1, 장28, 정도11, 정리9, 조상7, 주머니, 주사기, 중심1, 짠맛, 층2, 코1, 콩1, 키1, 토끼, 토마토, 특징, 플라타너스, 학습, 행동, 
환경2, 활동2, 흙1

지구과학

(52개)

각1, 강1, 거리8, 계절1, 고리1, 기준3, 길1, 껍데기, 날씨1, 내용2, 녹음3, 단원1, 대원8, 뒤1, 띠1, 무리1, 미끄럼, 바늘, 바다, 
발자국, 방7, 방향1, 배2, 백엽상, 사진6, 산1, 상황2, 새벽1, 생각1, 속1, 시각3, 신호1, 야외, 연탄3, 이동3, 이상5, 자료3, 자리1, 
장28, 정보6, 조사30, 짐1, 초등학교, 층2, 태도3, 특징, 학급, 행동, 호기심, 화분1, 화산섬, 환경1

화학

(58개)

고리1, 고장11, 과정3, 기구14, 기준3, 길1, 끝1, 냄새, 녹다1, 단맛, 도구10, 띠1, 마무리, 말7, 맛1, 면5, 모양2, 무게, 무리1, 물1, 
물체, 바늘, 방법, 보일러, 부분1, 비1, 속1, 손님, 순서, 시각3, 신맛, 신호1, 알약, 약7, 얼음1, 음식, 이동3, 일정1, 자석4, 자연1, 
장28, 장치7, 재료1, 저울1, 주위2, 주인1, 준비, 중심1, 직접, 짝1, 창9, 층2, 투명2, 표시2, 표현, 필름, 행동, 환경2

※ 위첨자: 각 단어에 대해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2008)의 어깨번호를 따라 표기하였다.

표 7. 7차 및 2007 교육과정 ‘슬기로운 생활’에 공통으로 수록된 물리 영역 과학 용어

거리8, 고장11, 관찰1, 그림1, 그림자, 기구14, 길이, 끈1, 높이2, 눈4, 도구10, 띠1, 모습1, 무게, 무리1, 물체, 미끄럼, 바늘, 부분1, 
빛, 소리1, 순서, 시10, 시각3, 시간4, 신호1, 어림1, 왼쪽, 이동3, 자1, 자석4, 저울1, 점10, 정도11, 차례1, 컴퓨터, 팽이1, 해1, 환경2

은 비슷한 교육과정의 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슬기로운 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높은 과학 용어라

고 할 수 있다.

2) 난이도 및 필요성 분석

수집된 과학 용어들의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

표 8. 교사가 생각하는 과학 용어의 난이도

순위 용어 난이도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난이도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난이도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난이도

최초

사용

학년

1 어림1 3.7 1 11 신호1 2.9 2 21 점10 2.3 1 31 높이2 1.9 1

2 환경2 3.7 2 12 띠1 2.8 2 22 차례1 2.2 1 32 팽이1 1.8 1

3 정도11 3.6 2 13 빛 2.7 2 23 길이1 2.1 1 33 고장11 1.7 2

4 부분1 3.3 1 14 왼쪽 2.7 1 24 모습1 2.1 1 34 그림자 1.7 2

5 시각3 3.3 2 15 시10 2.6 1 25 무게 2.1 2 35 바늘 1.7 2

6 무리1 3.2 1 16 관찰1 2.5 1 26 소리1 2.1 1 36 자1 1.7 1

7 기구14 3.1 1 17 자석4 2.5 2 27 순서 2.1 1 37 미끄럼 1.6 2

8 시간4 3.1 2 18 거리8 2.3 1 28 컴퓨터 2.1 2 38 끈1 1.5 2

9 물체 3.0 1 19 이동3 2.3 2 29 눈4 2.0 2 39 해1 1.4 2

10 도구10 2.9 1 20 저울1 2.3 2 30 그림1 1.9 1

당 학년의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난이도 3 이상의 용어는 9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8은 7차 및 2007 교육과정의 ‘슬기로운
생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39개 과학 용어들의 난
이도 순위와 난이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이 용어들이 3학년에서 ‘과학’을 학습

하기 위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과학을 배우기 전에 미리 학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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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사가 생각하기에 ‘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과학 용어의 필요성

순위 용어 필요성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필요성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필요성

최초

사용

학년

순위 용어 필요성

최초

사용

학년

1 거리8 4.2 1 11 차례1 3.7 1 21 띠1 2.8 2 31 빛 2.3 2

2 관찰1 4.1 1 12 순서 3.7 1 22 미끄럼 2.8 2 32 무게 2.3 2

3 부분1 4.0 1 13 무리1 3.6 1 23 시간4 2.6 2 33 고장11 2.3 2

4 기구14 4.0 1 14 도구10 3.6 1 24 끈1 2.6 2 34 신호1 2.2 2

5 길이1 3.9 1 15 그림1 3.6 1 25 해1 2.6 2 35 이동3 2.2 2

6 어림1 3.8 1 16 자1 3.6 1 26 시각3 2.5 2 36 그림자 2.2 2

7 물체 3.8 1 17 시10 3.5 1 27 컴퓨터 2.5 2 37 자석4 2.1 2

8 높이2 3.8 1 18 모습1 3.5 1 28 정도11 2.4 2 38 저울1 2.0 2

9 왼쪽 3.7 1 19 소리1 3.5 1 29 눈4 2.4 2 39 환경2 1.9 2

10 점10 3.7 1 20 팽이1 3.0 1 30 바늘 2.4 2
※ ‘팽이1’는 반올림하여 3.0으로 나타내었으나, 실제 난이도 값이 2.97로 3미만에 해당하므로 필요성이 낮은 용어로 처리하였다.

가 있다고 여겨지는 필요성 3이상의 용어들은 19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그림 8은 용어들의 난이도와 필요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래프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필요성 3을 기준으로
과학 학습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용어들과 필요

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용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어들은 난이도와 정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용어들의 경우
난이도와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10 참조). 그러나 두 교
육과정에 수록된 전체 물리 용어 55개에 대한 설문
결과로 같은 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과학 학습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림 8. 과학 용어의 난이도와 필요성의 관계

표 10. 과학 용어의 난이도와 필요성의 상관계수

필요성이 높은 용어 필요성이 낮은 용어

난이도와의 상관 .247 .322

유의확률 .309 .166

고 여겨지는 용어들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사전 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
지 않다고 여겨지는 용어들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
어들 가운데 필요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교육용 과학 용어로서의 타당성이 높은 용어들에

해당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다 할지라도 필요성이
높은 용어들 역시 적절한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성
이 낮으면서 난이도가 낮은 용어들의 경우, ‘과학’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용어로서의 필요성은 낮지

만, 난이도가 낮아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슬기로운 생활’의
목표 및 성격에 부합되는 용어로서의 특성을 수용

하여 역시 교육용 과학 용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이 낮으면서 난이
도가 높은 용어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

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였으

며, ‘환경2’, ‘정도11’, ‘시각3’, ‘시간4’의 4 개의 용어
가 이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7차와 2007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 가운데

필요성이 낮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4개의 용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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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빈도수 상위 24개의 과학 용어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1 모습1 71 7 시10 16 13 거리8 7 19 팽이1 3

2 점10 50 8 눈4 14 14 빛 6 20 부분1 2

3 그림자 42 9 무리1 11 15 순서 4 21 이동3 2

4 소리1 41 10 길이1 8 16 무게 3 22 자1 2

5 도구10 32 11 왼쪽 8 17 물체 3 23 저울1 2

6 그림1 27 12 해1 8 18 신호1 3 24 차례1 2

외한 35개의 용어를 사용 빈도순으로 나열한 다음, 
빈도수 상위 24개의 용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
어와 빈도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3학년에서 ‘과학’을 배우기
이전에 접하고 있는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를 살펴

보고, 1～2학년 단계에서 용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용어들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 및 2007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8권에 수록된
어휘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 가운데 과학 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이 된 교과서에는 총 8,970개

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18%인
1,585개가 과학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복된 용어를 제외하면 266종의 과학 용어가 사용
되고 있었으며, 생물 영역의 용어가 과학의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수의 어휘 및

과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단원별로 사용하
고 있는 과학 용어 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집필자에 따라
서 사용하는 과학 용어 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두 교육과정 모두 공통적으로 1학년 1
학기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과학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히 용어

수만을 두고 봤을 때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용어로 인한 학습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과학 용어들 가운데 물리 영역의 용어만

을 추출하여 난이도, 필요성, 빈도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다. 용어의 난이도와 필요성 조사에서 교사
들은 과학 학습을 위해 필요한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으며, 난이
도가 높은 용어일수록 필요성의 차이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난이도가 높은 용어들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대로 교육해야 하며, 그
렇지 못한 경우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4
개의 용어들은 ‘슬기로운 생활’의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소재

로 기초 탐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이며, 3학년에서의 ‘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용
어에 해당한다. 또한 ‘슬기로운 생활’의 수업 시수
를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용어 수를 제안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용어들 가운데는 ‘그림자’, 

‘소리’ 등과 같이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라 하기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왼쪽’, ‘자’, ‘팽
이’ 등과 같이 선뜻 과학 용어로 동의하기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물
리학용어집에서 물리 용어로 지정한 것들로, 한국
물리학회의 용어심의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

이 오랜 기간 합의를 거치고, 학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물리학 용어로 정한 것이

다(한국물리학회, 2004).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칫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추후 물리 과목
을 학습하거나 물리학의 전문 분야에 들어섰을 때

전문 용어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왼쪽’의 경우 ‘왼손 법칙’, ‘왼쪽 돌기’ 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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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
로는 왼쪽을 모르면 왼손 법칙이나 왼쪽 돌기를 학

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일상생
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들이 과학 용어로써

의 의미를 가지고 과학에 사용되는 경우에 의미의

혼동 및 오개념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들을 모두 수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교
육용 과학 용어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은 있

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과학을 배우기 이전에 어

떤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3학년
이후 과학을 교육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은 슬기로운 생활에서
다룰 때 1, 2학년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
여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슬기로운 생활의

목표에 과학 개념 학습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의 어휘 습득 차원에서 모든
어휘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과학 교육의 측면에서 일반 어휘보다 높은 중요도

를 가지는 과학 용어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르친

다면 이후 과학 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자’와 같은 용어의 경우 교육과정에 ‘그
림자가 생기는 까닭을 이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슬기로운 생활의 교육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용어들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용어의 경우, 저학년에서 개념을 깊이 이해

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같은 용어를 두고 학년
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개념이 심화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슬기로운 생활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용어를 교육할 것인

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과학 용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

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용어 목록은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1～2 학년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물리 용어를 분석한 것이며, 이것이 1～2학년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는 물리 용어 전체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 방법과는 별도로
과학 과목에서 사용하는 물리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슬기로운 생활에서 다루면 좋을 용어들을 인

지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물리 영역의 과학 용어에 국한

하여 실시되었으나, 추후 과학의 나머지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 기초어휘와의 비교, 학교 교육 이전에 접하게
되는 과학 용어 조사 등을 통해 교육용 과학 용어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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