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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우주’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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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tudent-centered elementary science textbook model  and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school.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ooks, surveys, and then developed a textbook model of student-centered instruction. We have selected 
the three elementary school, three grades, fifty-seven students to apply the model developed textbooks. Textbook 
model of Earth was developed as a center of student activity. Applying the results of development of textbooks 
in the field, students were interested about the student-centered textbooks and they were felt that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were textbook that students can study on their own. Through this research it could confirm that 
it should be provided feedback to causes of the reflective thinking of students in the textbook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centered textbook.

Key words : science textbook, earth science, student-centered instruction, elementary education, reflective 
thinking

Ⅰ. 서 론

지구과학은 직  경험하기 어려우며 통제된 실험

이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자연 상을 상으로 한

다(Gobert & Clement, 1999). 한 ‘지구과학’ 역의 

개념은 추상 이고 직  측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김기정 등, 1996), 다른 과학 역과 달리 매우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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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거리를 다루고 있어, 실험실에서 동일 실험

과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다(임청환과 정진우, 1993).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만큼 오개념이 많은 

역이다(명 옥, 2001). 그러나 지구과학은 지질, 
기, 해양, 천문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와 지구 밖 우주에 해 배우는 과목으로 특히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한 시 에 더욱 필요한 과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국, 독일, 호
주, 랑스 등 국외 선진국의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지구과학에 한 비 이 높아지고 있다(신
동희 등, 2005). 

한편 과학교과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육과정

에 규정된 교수 내용과 탐구 기능을 안내하기 해 

과학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기본 인 자료이다

(Chiappetta et al., 1991; Hubisz, 2003; Leite, 1999; 
Stoffels, 2005). 하지만 나라에 따라 교과서에 반

된 내용은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의 등학교 교과

서는 미국의 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비해 과학 지

식 보다는 과학  탐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반 로 미국의 등학교 교과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과학 지식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김효남과 박도

, 2009). 이러한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3차 교

육과정 시기부터 과학 탐구를 강조해오고 있다. 특
히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반 한 과학교과

서에서는 과학 탐구의 내용을 단원으로 구성한 후 

교과서 처음 부분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명시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아울러 

3~4학년 교과서에서는 차시 활동에 있는 탐구활동

에 탐구과정 요소와 련된 아이콘을 나타내어 과

학 탐구를 강조하 으며, 5~6학년 교과서에서는 매 

차시 탐구활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과학  사고를 

강조하 다(Yang, et al., 2012). 등학교의 지구과

학 내용  구성도 이러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나라의 교과서 개발의 흐름을 보

면, 싱가포르의 과학 교과서는 여러 역의 개념을 

포함하는 주제 통합 인 근  학습자 심의 구

성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한 학생들이 교과서만

으로도 주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는 등과 등 모두 

부분의 내용이 활동 과정과 질문만 제시되어 있

고 개념이나 용어에 한 구체 인 설명이 부족하

여 학습자에게 한 학습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김미 과 김경희, 2010). 미국 교과서의 경우에는 

단원 당 4개 정도의 탐구 활동이 있어 국내 교과

서의 탐구 활동보다 그 수가 게 포함되어 있는 반

면에 스스로 조작하는 실험, 자료변형, 탐구의 직  

설계와 같은 통합 탐구과정의 7가지 요소가 고루 반

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 교과서는 다양한 

탐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제공하는

데 취약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배 경과 정

공수, 2008). 한 미국의 ‘EarthComm’과 같은 지구

과학 교과서는 탐구 활동의 양은 으나 탐구 활동

의 목 , 결론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활동에 요구되는 탐구 기능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체계 인 탐구가 가능하며 비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종합  질문이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

만, 국내 교과서는 직 인 설명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단순한 활동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서
원, 2007).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차세  과

학 기 (NGSS)을 보면,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주제 통합  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구과학 

역에서도 지구시스템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 되면

서 여러 개념을 통합하는 통합 교육과정이 제시되

어 있다(이효녕, 2011; 이효녕 등, 2013)
최근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사회, 학교 장  학계의 다양한 요구와 세

계 인 과학 교과서 개발 흐름에 맞춰 교과서 모형

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과학 교과서 개발의 세계 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심의 교과서와 지구과학의 

내용  특성을 반 한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등학교의 지구과학과 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여 장 

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개발된 교과서 

모형을 장에 용하기 해 3개 등학교, 3개 학

년, 3개 반 57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장 

용과 련된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개발

된 3개 단원을 상으로 장에 용하 다. 단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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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plan to apply the model on-site school textbooks

단원명 투입학교 대상인원 현장 적용 일시

지표의 변화 A초교 3학년 16명 2015년 12월 21~22일

지구와 달 B초교 6학년 25명 2015년 12월 14~15일

날씨의 변화 C초교 5학년 16명 2015년 12월 21~22일

로 개발된 내용은 총 5차시로 과학 수업  재량 활

동 시간을 활용하여 투입하 다.

2. 개발 범위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 지구과학 련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 다. 개발한 지구과

학 련 과학 교과서 단원은  Table 1에서와 같이 총 

3개 단원으로 등학교 과학 내용  지구과학 련 

내용을 분야별 역을 구분하여 지질단원, 천문단

원, 기단원을 1개씩 선정하여 개발하 다. 

3. 현장 적용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개발한 교과서 모형에 한 장 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개발된 교과서를 수업에 용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개발된 설문지는 선택형과 

이유를 는 개방형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하 다. 
개발된 질문지는 교과서 내용에 한 흥미도  내

용 인지, 탐구 활동과 교과서 내용과의 연계성, 교과

서 속 STEAM활동과 과학 쓰기 활동에 한 생각 

등에 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지

구과학 련 과학교육 문가 6인이 의를 통해 개

발하 다. 개발된 질문지의 선택형 문항은 빈도분석

을 통해 정리하 으며, 개방형은 귀납 으로 정리하

여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과서 모형 개발을 위한 문헌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

가. 학생 활동 중심에 대한 개념 정리

연구는 먼  학생 활동 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이라는 연구 목 에 맞춰 ‘학생 활동 심’에 한 

용어에 해 조작  정의를 하기 해 문헌을 조사

하여 개념을 정리하 다. Tudor(1996)는 교육의 주

체가 학습자로 학생들의 정의  특성이나 인지 유

형을 고려하고 그들의 욕구나 선택을 반 한 수업

을 ‘학습자 심 교육’이라는 을 피력하 다. 이
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심’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과학 교과

서에서 탐구 활동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의 을 학생에게 

두어 학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수

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이 행동 , 인지 , 
정서 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한다(Danver & 
Kamvounias, 2005; Ryan & Deci, 2000; Tatar, 2003). 
이러한 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활동 심’수
업에 해 학습자가 학습의 심이 되어 학습을 스

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로 교사  동

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나. 교과서 관련 문헌 조사 및 국내외 교과서 분석 

결과

최근 우리나라 등학교 교과서와 국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김지혜 등, 2013; 김효남과 박도

, 2009; 임 과 신 , 2014)  2009 개정 과학 

교과서(3~4학년군, 5~6학년군), 미국의 과학 교과서

(interactive science)와 싱가포르 과학 교과서의 지구

과학 련 내용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과학 교과서의 경향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추세 다. 
둘째, 국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수 을 분석해

보면, 수 이 높지만 명확한 학습 개념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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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to the difficult topic of Earth Science

Fig. 2. Response to the fun topic of Earth Science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강조하 다.
넷째, 단원이나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

거나 확장하는 질문을 교과서 본문에 제시하 다. 
다섯째, 다른 교과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하 다. 

다.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구과학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

등학교 지구과학 내용에 한 흥미도  난이

도, 지구과학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한 

수업 형태에 해 알아보기 해 등 비교사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등 비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비교사가 지구과학 내용에 해 

학습자의 입장과 교수자의 입장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상으로 연구를 해 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가한 비교사들은 우리나라 

등교사 양성 학에 다니는 3학년 학생 168명이었다. 
비교사들은 한 학기 동안 ‘과학교육의 실제’라는 

강의를 통해 과학의 4개 역이며 등과학 교과서

에 나오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련된 

개념과 실험 내용을 학습하 다. 
설문지는 공동 연구자인 과학교육 문가 3인이 

의하여 지구과학 내용에 한 흥미도  난이도

와 련된 내용과 합한 과학 수업의 형태에 한 

내용으로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 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지구과학 내용  가장 어려

웠던 주제와 그 이유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Fig. 1과 

같이 ‘지구와 달의 운동’ 주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 다. 
다른 역에 비해 지구과학 내용의 난이도는 어

떠한지에 해 단원 간 난이도 격차가 크며 암기할 

양이 많아 어렵게 느껴진다고 응답하 다. 한 다

른 역에 비해 더 깊거나 심화되지 않아서 어렵지 

않는 의견도 있었으며 체 으로 물리나 화학에 

비해 쉽다고 느끼나, 천체 역에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하 다. 
어려운 이유에 해서는 다른 역에 비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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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framework to the student-centered science textbook

단계명 핵심 내용 단계 설명

단원도입활동

단원 표지 단원을 대표하는 사진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 제시

과학 용어 소개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과학 용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 흥미 및 
과학 용어에 익숙해지는 계기 마련

탐구 활동 단원의 대표적인 탐구 기능 요소에 대해 경험하는 활동

차시 활동

도입글 차시와 관련된 실생활 이야기나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출발점 행동

되짚어보기 학습 과정에 맞춰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탐구활동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및 탐구활동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

학습내용 점검 차시 학습을 ‘결론짓기’, ‘추리하기’, ‘적용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점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STEAM 활동

도입글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

함께 해결하기 모둠원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제시

함께 체험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활동

학습내용 확장 및 
적용 STEAM 활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

단원정리활동

배운내용 정리 단원에서 배운 과학 용어를 실생활에 활용해보는 기회 제공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며 확인하는 활동

과학글쓰기 비계와 함께 제시된 설명하는 글(expository writing)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을 계발하는 활동

과학이야기 단원과 관련된 과학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교육 구성

과학’은 암기할 양이 많고 공간  이해가 필요해 어

려움을 느낀다고 하 다. 특히 ‘지구와 달’을 포함한 

천체 련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 더 어렵다고 응

답하 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지구와 달’과 같은 주제는 직  측하기 어려운 

거시 인 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달의 상 

변화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Abell et al., 2001; Zeilik & Bisard, 2000).
지구과학 내용  가장 흥미 있었던 주제에 해

서는 Fig. 2와 같이 ‘지층과 화석’, ‘태양계와 별’, 
‘지구와 달의 운동’ 주제 다고 응답하 다. 흥미 있

었던 이유에 해서는 실생활과 련되어 재미있었

으며, 실험을 통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 다.  
지구과학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한 수

업 형태를 묻는 문항에 해서는 교재와 같이 모둠

별 탐구 실험활동(111명), 교사의 시범실험이 있는 

수업(40명), 교사 주의 강의식 수업(1명) 순으로 

응답하 다. 

2. 교과서 모형 개발

가. 교과서 모형 개발을 위한 체계(Framework)

선행 연구  국내외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학생 활

동 심의 지구과학 교과서 개발 체계를 Table 2와 

같이 구성하 다. 교과서 체계를 보면 단원은 크게 

단원 도입 활동, 차시 활동, STEAM 활동, 단원 정리 

활동과 같이 4개 역으로 나 었다. 단원 도입활동

은 ‘단원 표지’, ‘과학 용어 소개’, ‘탐구 활동’으로 

나뉘며, 차시 활동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 과 

탐구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모든 차시

는 ‘도입 ’, ‘되짚어보기’, ‘탐구 활동’, ‘학습 내용 

검’으로 구성하 다. STEAM 활동은 단원 내 차

시 활동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교과 연계형 학습으

로 ‘도입 ’, ‘함께 해결하기’, ‘함께 체험하기’, ‘학
습 내용 확장  용’으로 구성하 다. 단원 정리 

활동은 모든 단원 내 학습이 끝난 후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배운 내용 정리’, ‘과학 쓰기’, 
‘과학 이야기’로 구성하 다. 

나. 교과서 모형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교과서 모형은 등학

교 지구과학 내용  3개 단원이었다. 3개 단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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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학년군 주제 핵심 학습 개념 성취 기준 탐구 활동

지

질

3~4
학년군

(4) 지표의 

변화

흙의 생성과 보존

강 주변 지형의 

특징

바다 주변의 

지형의 특징

여러 장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
흙의 생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

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장소에 따른 흙의 특

징 조사하기

흙 언덕을 만들고 물

을 흘려보낸 후, 깎이

는 곳과 쌓이는 곳 관

찰하기

천

문

5~6
학년군

(9) 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의 자전과 

공전

낮과 밤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계절별 별자리 

변화

달의 위상 변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

지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

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달의 모양과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뀌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달

의 위치 변화 관찰하

기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

리 찾아보기

여러 날 동안 같은 시

각에 보이는 달의 모

양과 위치 관찰하기

대

기

5~6
학년군

(6) 날씨와 

우리 생활

습도

이슬

안개

구름

비와 눈

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

계절별 날씨

습도를 측정하고 습도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이해하고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알고  바

람이 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영

향을 주는 공기의 성질과 관련지을 수 

있다.

건습구 온도계로 습도 

측정하기

이슬, 안개 발생 실험

하기

바람 발생에 대한 모

형 실험하기

Table 3. The developed model textbook subjects

지질 단원인 ‘지표의 변화’, 천문 단원인 ‘지구와 달

의 운동’, 기 단원인 ‘날씨와 우리 생활’이었다

(Table 3). 
개발한 교과서 모형  모형에 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먼  단원 도입 활동은 Fig. 3과 같이 구성

하 다. 단원 도입 활동은 ‘단원 표지’, ‘과학 용어 

소개’,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단원 표지’에는 

단원을 표하는 사진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   사진을 보며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궁 증을 

의문 형태로 제시하 다. 단원 도입 활동의 3~4쪽의 

‘과학 용어 소개’는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과학 용

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 흥미  과학 용어

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 구성하 다. 
단원 도입의 5~6쪽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은 단원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탐구 기능 요소에 해 소

개하고 그 기능을 익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 다.
개발된 교과서 모형의 차시 활동은 ‘도입 ’, ‘되

짚어보기’, ‘탐구활동’, ‘학습내용 검’ 등으로 구성

하 다(Fig. 4). ‘도입 ’은 차시와 련된 실생활 이

야기나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기 한 출발  행동

을 제시하여 하 다. ‘되짚어보기’는 학습 과정에 맞

춰 학생들의 반성  사고를 통해 학습을 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해 구성한 활동이다. ‘탐구활

동’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   탐구활동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구성한 활동이다. ‘탐구활동’에
는 탐구활동을 검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여 스

스로 검의 기회를 제공하 다. ‘학습내용 검’은 

차시 학습을 ‘결론짓기’, ‘추리하기’, ‘ 용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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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sson introduction activities     Fig. 4. Sessions activities

STEAM 활동은 ‘도입 ’, ‘함께 해결하기’, ‘함께 

체험하기’, ‘학습내용 확장  용’으로 이루어졌다

(Fig. 5). ‘도입 ’에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생

활에 용,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 학습과 

련된 한 실생활 상황을 제시하 다. ‘함께 해

결하기’에는 모둠원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창

의 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제시하 다. ‘함께 체

험하기’에는 창의 으로 생각한 내용을 실행에 옮

기는 활동을 제시하 다. ‘학습내용 확장  용’과 

련된 활동은 교과서 페이지의 날개부분의 공간을 

활용하 으며, STEAM 활동과 련된 다른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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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EAM activities

Fig. 6. Lesson learning theorem activities

단원 정리 활동은 ‘배운 내용 정리’, ‘과학 쓰

기’, ‘과학이야기’로 구성하 다(Fig. 6). ‘배운 내용 

정리’는 단원에서 배운 과학 용어를 실생활에 활용

해보는 기회 제공하고,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

를 풀며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하 다. ‘과학 쓰

기’는 비계와 함께 제시된 설명하는 (expository 
writing)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계발하는 활동으로 

구성하 다. ‘과학이야기’는 단원과 련된 과학 직

업을 소개하는 진로교육 내용으로 구성하 다. 

와 같이 개발한 교과서 모형의 특징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

록 ‘되짚어보기’를 두어 학습 과정마다 학생들의 반

성  사고를 유도하고자 하 다. 
둘째, 과학 용어에 친숙해질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과학 용어를 사용하도록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 다(단원 부 표지, 단원 정리활동 1번 문항).
셋째, STEAM활동을 제시하여 단원에서 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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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 주제는 흥미가 있었나요?
3학년 0 0 2 5 9
5학년 0 0 3 10 3
6학년 0 0 2 10 13
합계 0 0 7(12%) 25(44%) 25(44%)

2.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실생활에서 경험
해본 내용이었나요?

3학년 0 2 5 3 6
5학년 1 1 5 6 3
6학년 2 1 8 8 6
합계 3(5%) 4(7%) 18(32%) 17(30%) 15(26%)

3. 무엇을 배우는지 교과서를 통해 알 수 
있었나요?

3학년 0 0 1 3 12
5학년 0 0 2 6 8
6학년 0 0 2 7 16
합계 0 0 5(9%) 16(28%) 36(63%)

4. 교과서의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나요?

3학년 1 0 3 3 9
5학년 0 0 1 5 10
6학년 0 0 1 9 15
합계 1(2%) 0 5(9%) 17(30%) 34(59%)

5. 학습하면서 생긴 의문점은 교과서에 설
명된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나요?

3학년 0 3 2 7 4
5학년 1 1 4 6 4
6학년 1 0 4 9 11
합계 2(3%) 4(7%) 10(18%) 22(38%) 19(33%)

6. 탐구 활동은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3학년 0 0 2 1 13
5학년 0 0 4 3 9
6학년 0 0 2 12 11
합계 0 0 8(14%) 16(28%) 33(58%)

7. 탐구 활동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었나요?

3학년 1 0 3 7 5
5학년 0 0 3 9 4
6학년 1 1 10 9 4
합계 2(3%) 1(2%) 16(28%) 25(44%) 13(23%)

8. 탐구 활동의 주제나 내용은 흥미가 있
었나요?

3학년 0 0 3 3 10
5학년 0 0 1 7 8
6학년 0 1 0 13 11
합계 0 1(2%) 4(7%) 23(40%) 29(51%)

9. 교과서의 STEAM 활동은 흥미가 있었
나요?

3학년 0 0 4 5 7
5학년 0 0 3 6 7
6학년 0 1 4 6 14
합계 0 1(2%) 11(19%) 17(30%) 28(49%)

10. 교과서의 단원정리 활동은 학습에 도
움이 되었나요?

3학년 0 0 3 6 7
5학년 0 0 1 7 8
6학년 0 0 3 13 9
합계 0 0 7(12%) 26(46%) 24(42%)

11. 교과서의 과학글쓰기 활동은 어려웠나
요?

3학년 4 1 5 3 3
5학년 3 2 5 4 2
6학년 2 5 12 4 2
합계 9(16%) 8(14%) 22(38%) 11(19%) 7(12%)

12.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이야기는 과학자
나 과학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글이었
습니다. 과학 관련 직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3학년 0 0 4 4 8
5학년 0 0 6 7 3
6학년 0 0 3 10 12
합계 0 0 13(23%) 21(37%) 23(40%)

13. 수업을 듣고 나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나요?

3학년 0 0 4 5 7
5학년 0 0 6 3 7
6학년 0 0 6 7 12
합계 0 0 16(28%) 15(26%) 26(47%)

14. 이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적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3학년 0 0 5 5 6
5학년 0 0 2 6 8
6학년 0 0 4 7 14
합계 0 0 11(19%) 18(32%) 28(49%)

15. 수업을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 교과
서를 추천하고 싶나요?

3학년 0 0 4 3 9
5학년 1 0 1 6 8
6학년 0 1 4 10 10
합계 1(2%) 1(2%) 9(16%) 19(33%) 27(47%)

Table 4. Results of application to the schoo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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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용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넷째, 최근 과학 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으로 

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과학 쓰기’는 설명하는 

을 비계와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학 쓰기를 

체계 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다섯째, ‘과학 이야기’에서는 과학과 련된 직업

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다.   

3. 개발된 교과서 모형의 현장 적용 결과

개발된 교과서 모형의 장 용 가능성을 탐색

하기 해 3개 학교, 3개 학년 총 57명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개발된 교과서의 모형의 장 용 결

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것

과 같이, 등학생 부분은 개발된 교과서 모형  

교과서 내용에 해 88%가 흥미를 보 다.
특히 ‘무엇을 배우는지 교과서를 통해 알 수 있었

나요?’에 한 질문에 91%의 학생들이 정 인 응

답을 하 다. 이것은 이번 교과서 모형이 학생 활동 

심을 표방하고 있었던 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 설명을 

통해 의문 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와 탐구 활동은 

선생님 도움 없이 할 수 있었는지에 한 응답에서 

은 수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학생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은 학생들의 학습 속

도와 학습 이해 정도를 측정하여 교과서 개발에 반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천체와 련된 개념을 이해하

기 해서는 탐구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며, 천체와 련한 지구  과 우주  을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Kavanagh et al., 2005; Plummer & Krajcik, 2010; 
Shen & Confrey, 2010; Subramaniam & Padalkar, 
2009). 한 지질과 련된 단원은 찰활동만으로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탐구 활동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민 등, 2008).
STEAM 활동과 단원 정리 활동에 한 흥미도에 

해서도 79% 그리고 88%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정 인 답변을 하 다. 그러나 단원 정리 활동 

의 하나인 과학 쓰기 활동에 해서는 31%의 18
명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30%(17명)에 불과하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

들은 과학 쓰기에 해 여 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과학 쓰기에 한 교사들의 도움과 

지속 인 지도  효과 인 교수 방법에 한 연구

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STEAM 활동은 학생들에

게 단원에 한 흥미와 단원에서 배운 학습을 용

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학생 

활동 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채동  등, 
2014).

개발된 교과서 모형에 한 학생들의 체 인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수
업을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 교과서를 추천하고 

싶나요?’에 한 질문에 해서는 80%(46명)의 학생

들이 정 인 응답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

된 교과서 모형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설문에 한 이유를 묻는 개방형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은 새로운 모형에 한 만족

도가 높았다. 즉 새로운 모형이 기존 교과서 모형에 

비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리고 과학 쓰기와 단원 정리 활동이 지난 교과서

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었

으며, 그림이 많고 탐구활동에 한 안내가 자세하

여 좋았다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 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구과학과 련된 내용을 심으로 

등학교 과학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여 장 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 활

동 심의 교과서를 해서는 학생들의 반성  사

고를 유발하는 질문과 같은 한 피드백을 제공

해야 하며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탐구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학생들은 단원의 학습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기

회를 제공해주는 STEAM 활동에 해 흥미를 가지

고 있었으며 과학 쓰기 활동에 해서는 어려움

을 갖고 있었다. 과학 쓰기 활동에 한 자세한 

안내  한 교사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다른 역에 비해 암기할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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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구과학의 특성에 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교육과정 수

에서의 학습량 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탐구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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