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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주요 관심사이다. 최근

에는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과학적 소양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Song et al., 2019). 과학 교과는 학생들이 과학
적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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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학교급에 따른 학습 내용의 연계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육에서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학 관련 학습 내용과 초등학교 과학과 교
과 과정 간의 연속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 1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학교육의 핵심 내용을 대응 관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에서만 제시된 학습 내용, 초등학교에만 제시된 학습 내용,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명확한
연관성이 보이는 학습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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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students, continuity of learning content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is essential. However, research on the continuity of kindergarten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science 
curriculum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precede the analysis of the continuity 
between the science-related learning content presented in kindergarten education and the science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the 2015 science curriculum was organized into 14 small sections, and the core 
contents of science education i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were presented as correspondenc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lassify learning contents presented only in kindergarten, learning contents presented only 
in elementary schools, and learning contents showing a clear continuity betwee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between the science curriculum 
of the kindergarten curriculum and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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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여,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과학적 소양의 요소 중 과학적
개념 이해는 학생들에게 많은 과학적 개념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국가적으로 과학 기술력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과학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교육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과
학교육의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것을 명확히 제

시한 것으로(Lee, 2010), 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핵
심적인 요소이다(Yoo & Kim, 2013). 학습 내용의
원활한 전이와 학습자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학
교급 간 교육 내용의 긴밀한 연계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Jang, 2014). 연계성은 교육 내용이 단
절 없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
달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Kim & 
Hong, 2003).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날 때 유치원에서의 학습 경험
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
되어 교육적 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Han & Lee, 
2001). 반면, 교육 내용의 연계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능력, 학습 효
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후속 학습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Song et al., 1991).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유아들은 초등학교라는

교육 기관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
기 쉽다. 따라서 정형화된 교과서가 없는 유아교육
은 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의 통합과정과 맥락
을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함께 다룬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연계성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Jang 
et al. (2012)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유
사성에서, Kim (2011) 및 Na and Jang (1997)은 유치
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의 유사성
에서유, 초등의연계가필요함을제시하였다. Kwag 
et al. (2012)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성의 확
보를 강조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정도를 분

석한 연구로는 동작 교육의 연계성 분석(Lee & 
Lee, 2010), 수학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Han & Lee, 

2001), 즐거운 생활 교과와 누리과정 연계성 분석
(Lee, 2012), 사회 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Jang et 
al., 2007), 언어 교육 내용의 연계성 분석(Lee et al., 
2012)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유치
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과의 연계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학 교과는
논리성과 추상화 정도에 따른 위계성이 분명한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연계성 확
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Ginsberg et al., 
1998).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과학
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
과 같다. Jo et al. (2002)은 유, 초, 중학생을 대상으
로 증발에 대한 개념 유형 및 학년별 경향성을 분
석하여 개념 전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Choi 
(2020)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연탐구 영역과 초등
학교 통합교과과정의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즐
거운 생활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학, 생
태학에서의 연계, 역연계, 비연계 정도를 제시하였
다. 선행 연구의 연구 대상은 각각 교육과정, 교과
서, 학생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교과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
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교육목표 달
성을 위한 학습 경험의 제공 계획(Yang, 2003), 또
는 지식, 사고 양식, 경험, 문화 등의 내용을 재구성
한 모든 수준의 계획(Kwak et al., 2009)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개념을
대상으로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거나, 유치원과 초
등학교 1, 2학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기
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체
적인 내용 요소들의 관계와 연계 정도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연계성은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 접합성(articulation), 관계성(rela-
tion), 연결성(connection)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Hwang et al., 2006). Hwang et al. (2006)과 Hwang 
(2012)은 연계성을 관련성, 포함 관계, 순차성, 계속
성, 계열성, 공통성의 6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Yang (2014)은 계열성(발전형, 심화형, 확장형), 계
속성(상향 반복, 반복, 하향 반복), 역행(정체, 퇴보)
의 기준으로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Lee and Park 
(2014)은 연계(심화, 확대, 반복), 비연계(역행)의 기
준으로 교육과정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고, 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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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연계 정도를 연계(역행, 반복, 확대, 심화), 
비연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처럼 연계성에 대
한 의미와 분석 기준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
게 해석될 수 있으나, 계속성과 계열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성은 서로 다른 교육
과정 간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을 의미
하며, 계열성은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Choi, 2020; Lee et 
al., 2015).
유아교육은 유아의 흥미와 놀이 활동에 초점을

두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Chung & Walsh, 
2000),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유무와 교육 내용의 제
시 순서 등에서 초등교육과 큰 차이가 있다(Yoo & 
Kim, 2013). 그러나 서로 다른 교육과정에서 핵심
적인 개념은 지속성을 갖고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
하다(Hwang, 1999).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육에서
제시한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교육 내용
을 분석하고, 초등교육에서의 과학교육과 어떠한
연계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성(continuity)에 초점을 두

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
학교육 내용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과 연계가
미흡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
속적이고 질 높은 과학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교육과
정 문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3∼5세 누리과정의 교육과정(교육과학
기술부 고지 제2012-16호)과 교사용 지도서(3∼5세
누리과정 지침서 및 지도서),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과 교사용 지도서(1∼2학년 통합교과 지도서 중 슬
기로운 생활, 3∼6학년 과학과 지도서)이다. 교육과
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Jeong, 2012), 교사용 지도
서는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다(Jeon, 2006).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
를 통해 과학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Na et al. (2015)에 의하면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간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구체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의 누리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만 3∼5세 모든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실행되
고 있으며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다. 유아교육의 5대 영역 중 과학교과와 관련
된 것은 ‘자연탐구’ 영역이다. ‘자연탐구’ 영역은 탐
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
하기 범주로 나눠진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유
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에 나타난 과학교육 내
용을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과학 교과와 관련된 ‘자
연탐구’ 영역 중 ‘과학적 탐구하기’ 범주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각 활동별로 관련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흥미와 놀이를 중
심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이 교육
내용의 순서화 및 계열성이 반영된 초등교육과 차
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Chung & Walsh, 2000). 따
라서 활동 주제 영역에서 과학이 아닌 부분도 모
두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주제별 활동에 포함된
‘과학적 탐구하기’ 부분을 발췌하였다. 예로 들면, 
Table 2와 같이 활동 주제가 과학 영역이면서 자연
탐구 요소가 포함된 내용과 활동 주제가 과학 영역
이 아니지만 자연탐구 요소가 포함된 내용을 모두

Table 1. Composition of ‘nature inquiry’ area in kindergarten 
education

내용 범주 내용 요소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 탐구 과정 즐기기
· 탐구 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 기초적인 측정하기
· 규칙 이해하기
·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자연현상 알아보기
·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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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거울로 친구 얼굴 완성
하기’ 활동은 주제 영역이 과학에 해당하며, 이 중
거울의 특성에 관심 갖기에 자연탐구 영역의 요소
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악기 소리를 듣고 맞추어
보세요’ 활동은 활동 주제 영역이 음률이지만 악기
소리 구분하기에서 자연탐구 영역의 요소가 반영
되어 있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전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추출하기 어렵다(Yoo & Kim, 
2013).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놀이 및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최종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 과학교육 내용에 포함되는지,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지도서에 제시된 차시별 내용은 유사
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유선택 활동이 여러 개 제시
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 내용
만을 추출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슬기로
운 생활과 과학과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 중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차시별
핵심 세부 내용을 추출하였다. 
연계성 도식화에 사용한 범주는 Table 3과 같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내용에서 연결된
세부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
시된 ‘대영역’과 ‘소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과학과

교육 내용의 세부 핵심 내용은 Table 3에 제시된 핵
심 개념과 비교하여 어떤 소영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을 중심
으로 14개의 소영역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
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세부 내

Table 2. Example of selecting an analysis target

(1) 과학 활동 주제 영역 중 자연탐구 요소가 포함된 활동

활동명 거울로 친구 얼굴 완성하기 활동 주제 영역 과학

목표
· 친구들의 얼굴을 탐색하여 얼굴과 이름을 익힌다.
· 사물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치는 거울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활동 요소
·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2) 타 활동 주제 영역(언어, 수․조작, 미술 영역, 음률 등) 중 자연탐구 요소가 포함된 활동

활동명 악기 소리를 듣고 맞추어 보세요 활동 주제 영역 음률

목표
· 눈을 감고 들리는 악기 소리를 변별해 본다.
· 악기의 이름을 안다.

활동 요소
·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Fig.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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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유목화하였다. 
유목화된 차시별 핵심 세부 내용은 각각 유아교

육과 초등교육에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한 후,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하였다. 세부
내용 간의 대응 연결은 과학교육 전공자, 과학교육
석사과정 2명이 각각 분석한 다음, 비교 과정을 거
쳤다.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할 때까지
반복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높였다. 예로 들어, 유아교육에 제시된 ‘과일
의 모양과 색, 맛 구별하기’ 활동의 내용이 초등교
육에서의 ‘오감놀이를 통해 대상 알아보기’ 또는
‘계절별 꽃과 열매 알아보기’로 분석 결과가 불일
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내
용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에 과일
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 개념이 무엇인지 확
인하였다. 그 결과, 과일을 관찰하는 활동의 목적이
열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합일점을 도
출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제시된 ‘과일의 모양
과 색, 맛 구별하기’를 초등교육에서의 ‘계절별 꽃
과 열매 알아보기’로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계성 분석 기준은 Choi (2020)가 제시한 기준

을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Choi (2020)는 연계(확
대, 심화, 반복), 역연계(역행), 비연계(격차, 소멸)로

연계성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역행’을
연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역행’
의 의미를 연계됨으로 분류한 연구(Heo, 2015), 비
연계로 분류한 연구(Choi & Jo, 2015; Lee & Park, 
2014; Yoo & Kim, 2013), 역연계로 분류한 연구
(Choi, 2020; Yang, 2014) 등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연계의 접근이 연구자마다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나타난
과학교육 내용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연계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내용의
계속성에 초점을 두고 연계와 비연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계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제시된
내용이 서로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비연
계는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계의
형태는 확대, 반복, 심화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확대’는 유아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이 초등교육에
서 여러 내용으로 이어지거나, 하나의 내용으로 통
합되어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이다. ‘심화’는 내용에
포함된 행동의 수준이 깊어지는 경우이며, ‘반복’
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이다. 비연계 형태
는 이전에 제시된 것이 없어지면 ‘소멸’, 이전에 없
던 내용이 제시될 경우 ‘격차’로 구분하였다. Choi 
(2020)는 내용의 범위가 축소되고 수준이 낮아지는

Table 3. Analysis category

대영역 소영역 핵심 개념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힘

전기와 자기 전기, 자기

열과 에너지 열평형

파동 파동의 종류, 파동의 성질

물질
물질의 성질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물질의 상태

물질의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화학 반응

생명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명공학기술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생명의 구성 단위, 동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구조와 기능, 광합성과 호흡

항상성과 몸의 조절 자극과 반응

생명의 연속성 생식, 진화와 다양성

환경과 생태계 생태계와 상호작용

지구와 우주

고체 지구 지구계와 역장, 판구조론, 지구 구성 물질, 지구의 역사

대기와 해양 해수의 성질과 순환, 대기의 운동과 순환

우주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별의 특성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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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역행’으로 명명하고, 이를 역연계로 명명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시별로 세분화된 핵심
내용 간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기에 유아교육에
제시된 내용이 초등교육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 비
연계의 ‘소멸’과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Choi (2020)
가 제시한 연계성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연계성 분석 기준은 Table 4와 같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계표는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4개의 ‘대영역’과 그에 따
른 ‘소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의 연계 정도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연
계 정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는 유아교육과 초
등교육 사이의 동일한 세부 내용을 이어서 표현한
대응 관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1. 운동과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영역은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의 4가지 소영역으로 나눠진다. 
소영역별 구체적인 연계성에 대한 내용은 Table 6
∼9와 같다. 

Table 6은 힘과 운영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힘과 운동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에 제시된 ‘음식 재료의 양을
재는 도구에 관심 갖기’가 초등교육에서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 저울의 늘어난 길이’, ‘우리 생활에
적용된 저울’ 2가지의 내용으로 확장되어 이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저울을 사용하여 음식 재료
의 양을 재어보는 경험을 통해 저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교육에
서는 무게를 잴 수 있는 도구로 저울을 사용하는

Table 6. Continuity in ‘force and motion’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음식 재료의 양을
재는 도구에 관심
갖기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연계

(확대, 심화)우리 생활에 적용된
저울

무게 비교 방법 비연계(격차)

양팔 저울을 이용한
무게 비교

비연계(격차)

물체의 운동 비연계(격차)

일정한 거리, 시간
동안의 물체의 빠르기
비교

비연계(격차)

속력의 표현 비연계(격차)

속력 관련 안전
장치와 안전 수칙

비연계(격차)

Table 5. Overall degree of continuity

대영역 소영역
연계 정도

연계 비연계

운동과
에너지

힘과 운동  2  6

전기와 자기  0  9

열과 에너지  4  5

파동 16  8

(계) (22) (28)

물질

물질의 성질  8  9

물질의 변화  8  6

(계) (16) (15)

생명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2  2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21  7

항상성과 몸의 조절  0  2

생명의 연속성 12  8

환경과 생태계  9  3

(계) (44) (22)

지구와
우주

고체 지구  6  9

대기와 해양  4  8

우주  5  8

(계) (15) (25)

Table 4. Criteria for analysis of continuity

연계 정도 연계 형태 내용

연계

확대 내용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

반복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심화 내용에 포함된 수준이 깊어지는 것

비연계
소멸 이전에 제시된 내용이 없어지는 것

격차 이전에 없던 내용이 제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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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탐구하고, 다양한 저울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Table 7은 전기와 자기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
등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기와 자
기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으며, 초등교육에서 처음 다루어지고 있다. 자석
의 경우, 유아교육 활동에서 교구로서 많이 이용하
지만, 자석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석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Hong & 
Lee, 2012; Jeong, 1996) 초등교육에서 처음 제시되
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able 8은 열과 에너지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
등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열과 에너
지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의 ‘온도계의 쓰임새’가 초
등교육의 ‘온도와 온도계’로 반복,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온도계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도
구의 이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는 유아교육에서 나타난 온도계와 관련된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온도의 의미 및 단위, 
온도 측정이 필요한 까닭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어
교육 내용의 수준이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에서 제시된 ‘생활 도구를 움직이

는 힘’과 ‘친환경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는 초등교
육에서의 ‘에너지의 종류와 획득 방법’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전기, 석유, 건전지, 
사람의 힘, 자연의 힘을 생활 도구를 움직이게 하

는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햇빛으로 김 굽
기 활동 등을 제시하여 태양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움을 유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사례를 통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를 살펴보도록 제시되어 있다. 유아교육의 ‘에너지
절약’ 관련 내용도 초등교육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 나타난
에너지 절약 내용은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에너지
절약 마크 의미 알아보기, 에너지 절약 방법 알아
보기이다. 초등교육에서는 유아교육에 제시된 에너
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에서 에
너지를 이용하는 예를 제시하여 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Table 9는 파동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파동 영역에서 빛
과 소리에 대한 내용은 유아교육에서 제시된 대부
분의 학습 내용이 초등교육에 제시된 내용과 연계
되어 있다.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의 ‘계절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초
등교육에서 한번 더 등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

Table 7. Continuity in ‘electricity and magnetism’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자석에 붙는 물체 비연계(격차)

자석의 극 비연계(격차)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비연계(격차)

우리 생활 속 자석 비연계(격차)

전기회로 비연계(격차)

전지,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연계(격차)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의
나침반 바늘 움직임

비연계(격차)

전자석의 성질 비연계(격차)

전기 안전 및 절약 비연계(격차)

Table 8. Continuity in ‘heat and energy’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온도계의
쓰임새

온도와 온도계 연계(반복, 심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의
접촉 시, 두 물질의
온도 변화

비연계(격차)

단열 비연계(격차)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비연계(격차)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

비연계(격차)

에너지의 전환 비연계(격차)

생활 도구를
움직이는 힘

에너지의 종류 및 획득
방법

연계(확대, 심화)친환경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연계(확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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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고 있는 ‘물체의 진동에 의한 소리 느끼기’
는 초등교육에서의 ‘소리 발생’과 ‘소리 전달’ 2가
지의 내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의 ‘악기 소리 맞추기’와 ‘악기 만들기’는 초등교육
에서의 ‘소리의 높낮이’와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 때 소리의 크기(소리
의 반사)’, ‘소음 감소’와 관련된 내용은 초등교육에
서 처음 다뤄지고 있다. 
빛과 관련된 내용은 유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양지와 음지의 차이’가 초등교육의 ‘그림자가 생
기는 조건’과 이어지며, 유아교육에서의 ‘움직이는
그림자’는 초등교육에서 ‘그림자의 크기 변화 관찰’
로 연계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관계’는 초등교육에서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
체’, ‘물체의 모양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 2가지의
내용으로 확대되어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
으며, 초등교육에서는 빛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서는 ‘물체의 움직임
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와 관련하여 그림자 밟기
놀이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초등교육의 ‘물
체와 광원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 제시된 ‘거울의 특성을 이용하여 친구
얼굴 완성하기’는 초등교육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
과 실제 물체의 차이점’, ‘빛의 반사’, ‘거울의 쓰임
새’, ‘거울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로 확대, 심화되
고 있다. 유아교육에 나타난 ‘다양한 안경으로 사물
관찰하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무지개 만들기’는
초등교육에서 ‘볼록렌즈로 물체 관찰하기’, ‘프리즘
을 통과한 햇빛 관찰하기’로 반복,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무지개 만들기의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초등교육에서는 프리즘을 이용하여
햇빛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되어 있음을 학습하
도록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 물질
물질 영역은 크게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변화로

나눠진다(Table 10∼11). 소영역별 구체적인 연계성
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0은 물질의 성질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

Table 9. Continuity in ‘wave’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계절별 들을 수
있는 소리

계절별 들을 수 있는
소리

연계(반복)

물체의 진동에
의한 소리 느끼기

소리의 발생 연계
(확대, 심화)소리의 전달

악기 소리 맞추기
소리의 높낮이

연계
(확대, 심화)악기 만들기

소리의 반사 비연계(격차)

소음 감소 방법 비연계(격차)

양지와 음지의
차이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연계

(반복, 심화)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

그림자의 크기 변화
연계

(반복, 심화)

빛과 그림자의
관계

불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

연계
(확대, 심화)물체의 모양과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한 이유

거울의 특성을
이용하여 친구
얼굴 완성하기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물체와의 차이점

연계
(확대, 심화)

빛의 반사

거울의 쓰임새

거울로 장난감 만들기

다양한 안경으로
사물 관찰하기

볼록렌즈로 물체
관찰하기

연계
(반복, 심화)

볼록렌즈의 특징 비연계(격차)

볼록렌즈를 통과한
햇빛

비연계(격차)

생활 속에서
볼록렌즈의 이용

비연계(격차)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의 빛의
굴절

비연계(격차)

물속에 있는 물체가
보이는 과정

비연계(격차)

사진기로 사진
찍기

간이사진기로 물체
보기

연계
(확대, 심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무지개
만들기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
연계

(반복, 심화)

자외선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

비연계(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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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나타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물질의 성질에서는 유아교육의 ‘촉감으로 물질 특
징 알아보기’가 초등교육의 ‘오감 놀이를 통해 대
상 알아보기’ 내용으로 반복, 심화되고 있다. 유아
교육에서의 ‘사물의 모양과 질감 설명하기’, ‘장갑
의 촉감과 모양’, ‘점토의 특성’, ‘모래시계의 특성
과 원리’,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재료의 특성’은
초등교육의 ‘물질의 성질 및 이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는 기초가 되고 있
다. 유아교육에서 ‘공기의 힘과 관련된 현상’은 초

등교육에서 ‘기체의 성질 및 부피 변화’로 연계되
고 있다.

Table 11은 물질의 변화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
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교육의 ‘색
깔 얼음으로 그림 그리기’와 ‘온도 차이로 인한 물
과 얼음의 변화 과정 관찰하기’는 초등교육의 ‘물
의 세 가지 상태’로 연계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의
‘얼음의 특성’, ‘눈의 모양과 성질’은 초등교육에서
의 ‘주변의 얼음 및 눈 관찰’, ‘응결’과 관련된 내용
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 제시
된 ‘물 그림 그리기’는 물이 마르면서 사라지는 현
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초등교육에서 ‘증발’이라는
과학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기’와 관련된 내용은 초등교
육에서 ‘화재 대응 방법’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연소와 소화’와 관련된 과학적 개념은 초
등교육에서 처음 다루어지고 있다. 

3. 생명
생명 영역은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물의 구

Table 11. Continuity in ‘change of matter’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색깔 얼음으로
그림 그리기 물의 세 가지 상태

연계(확대, 심화)

온도에 따른 물과
얼음의 변화 과정 끓음

연계(확대, 심화)
얼음의 특성 응결

눈의 모양과 성질 주변의 얼음 및 눈
관찰

물 그림 그리기 증발 연계(확대, 심화)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기

화재 대응 방법 연계(반복, 심화)

물이 얼거나 녹을 때
부피 및 무게의 변화

비연계(격차)

물의 상태 변화의
이용

비연계(격차)

연소 현상 비연계(격차)

연소의 조건 비연계(격차)

연소 생성물 비연계(격차)

소화 방법 비연계(격차)

Table 10. Continuity in ‘properties of matter’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촉감으로 물질의
특성 알아보기

오감 놀이를 통해
대상 알아보기

연계
(반복, 심화)

사물의 모양과
질감

물질의 성질 및
이용

연계
(확대, 심화)

장갑의 촉감과
모양

점토의 특성

모래시계의 특성과
원리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재료의
특성

공기의 힘으로
물체 움직이기

압력,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연계
(확대, 심화)

공기가 들어 있는
물건의 특징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연계
(확대, 심화)

물질의 혼합 비연계(격차)

혼합물의 분리 비연계(격차)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

비연계(격차)

용해와 용질 비연계(격차)

온도에 따른 용해 비연계(격차)

산소, 이산화탄소의
성질

비연계(격차)

용액의 분류(밀도, 
지시약) 비연계(격차)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특징

비연계(격차)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혼합

비연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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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에너지,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태계 5개의 소영역으로 나눠진다(Table 
12∼16).

Table 12는 생명과학과 인간 생활 영역에서 유아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생명
과학과 인간 생활에서는 유아교육의 ‘로봇의 다양
한 외형’과 ‘생활 속에서 로봇의 이용 모습’이 초등

과학의 ‘첨단과학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로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교육
은 로봇과 관련된 첨단과학만 제시하고 있으나, 초
등교육에서는 ‘생활 속 동식물 모방 사례’, ‘균류, 
원생생물, 세균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Table 13은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영역에서 유아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
교육에서는 뇌, 식도, 간, 폐, 심장, 위, 소장, 대장, 
몸속 뼈 등 인체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체 기관의 명칭과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은
초등교육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심화되고 있
다. 유아교육에 제시된 ‘개구리의 움직임’은 초등교
육의 ‘동식물의 움직임 관찰’로 확대, 심화되고 있
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제시된 ‘다양한 동물의 꼬리
특성’과 같이 동물의 생김새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
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식물과 관련 내용은 유
아교육의 ‘나무의 껍질 관찰’을 제외한 ‘나무의 구

Table 13. Continuity in ‘biological structure and energy’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몸속 기관에 관심 갖기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 연계(반복, 심화)

얼굴에 있는 부위에 관심 갖기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소화기관과 뼈, 뇌의 역할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비연계(격차)

혈액의 이동 비연계(격차)

다양한 동물의 꼬리 특징 비연계(소멸)

개구리의 움직임 동식물의 움직임 관찰 연계(확대, 심화)

과일의 모양과 색, 맛

계절별 꽃과 열매 관찰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

연계(확대, 심화)

꽃의 생김새

나무의 구조, 형태

나뭇잎의, 색과 움직임
잎과 줄기의 변화 과정

가을에 잎의 색이 변해서 떨어지는
나무의 종류 여러 가지 나뭇잎 관찰

나무의 껍질 관찰 비연계(소멸)

잎이 하는 일, 광합성 비연계(격차)

현미경 사용법 비연계(격차)

세포, 핵, 세포막 비연계(격차)

Table 12. Continuity in ‘biology and human life’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로봇의 다양한
외형 첨단과학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
연계(확대, 심화)

생활 속에서
로봇의 이용 모습

생활 속 동식물 모방
사례

비연계(격차)

균류, 원생생물, 
세균의 이용

비연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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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잎’, ‘꽃’, ‘열매’와 관련된 내용이 초등교육에
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4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 영역에서 유아교
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항상성
과 몸의 조절 영역에서 초등교육은 ‘감각기관의 종
류와 역할’, ‘자극 전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제
시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Table 15는 생명의 연속성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생명의 연속
성 영역에서 ‘씨앗의 특징’, ‘계절별 관찰할 수 있
는 동식물’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 반복, 심화
되어 나타나 있다. 유아교육에서의 ‘씨앗의 성장 과
정’은 초등교육의 ‘식물이 자라는 모습’과 ‘여러 가
지 식물의 한살이’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
육에 제시된 ‘식물의 특성에 맞게 기르는 방법’과
‘햇볕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 ‘채소가 자라는
데 좋은 환경’은 초등교육에서의 ‘꽃과 새싹이 자
라도록 도와주는 것’, ‘씨가 싹 트는 데 필요한 조
건’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
육에서 ‘나비의 성장과 특징’은 초등교육에서 ‘배
추흰나비의 한살이’로 이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의
‘동물의 서식지와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특징’은
초등교육에서 ‘땅, 물, 공중에 사는 동물 알아보기’
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Table 16은 환경과 생태계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과 생태
계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에 제시된 ‘겨울잠과 동물’, 
‘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한 내용이 초등교육에서 동
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자연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생물’은 초등교육의 ‘생물 요소와 비
생물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의 ‘북
극곰의 서식지 및 도움을 주는 방법’, ‘동물이 사라
져가는 이유’, ‘새롭게 생겨난 동물’, ‘동물의 생존
방법’은 초등교육에서 ‘생태계 평형’,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생물의 환경 적응’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4. 지구와 우주
지구와 우주 영역은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

주의 3가지 소영역으로 나눠진다(Table 17∼19). 
Table 17은 고체 지구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교육에 제시
된 ‘비가 내린 후 달라진 모습의 특성’이 초등교육

Table 15. Continuity in ‘continuity of life’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여러 가지 씨앗 씨앗의 특징 연계(반복, 심화)

씨앗의 성장
과정

식물이 자라는 모습

연계(확대, 심화)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특성에
맞게 기르는
방법

꽃과 새싹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연계(확대, 심화)햇볕이 없어도
자라는 식물

씨가 싹트는 데
필요한 조건채소가 자라는

데 좋은 환경

계절별 관찰할
수 있는 동식물

계절별 관찰할 수
있는 동식물

연계(반복)

나비의 성장과
특징

배추흰나비의
알부터 성충까지의
특징 연계(확대, 심화)

곤충의 한살이

동물의 서식지
땅, 물, 공중에 사는
동물

연계(확대, 심화)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특징

동물의 암수가 하는
일과 생김새

비연계(격차)

알,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비연계(격차)

물, 산, 강, 연못, 
사막에 사는 식물

비연계(격차)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동식물의
특징

비연계(격차)

씨가 퍼지는 방법 비연계(격차)

곰팡이와 버섯의
특징

비연계(격차)

짚신벌레와 해캄의
특징

비연계(격차)

세균의 특징 비연계(격차)

Table 14. Continuity in ‘homeostasis and body control’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감각기관의 종류와 역할 비연계(격차)

자극 전달과정 비연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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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르는 물의 지표 변화’와 연결되고 ‘흙의 종류
에 따른 특성’은 초등교육의 ‘운동장 흙과 화단 흙
의 차이점’으로, 유아교육의 ‘풍화 작용으로 흙이
되는 과정’은 초등교육의 ‘흙의 생성과정’으로 이
어져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다양한 흙의 색깔, 냄
새, 굵기, 촉감 등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으며, 초등
교육에서는 유아교육과 동일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흙을 물에 넣어서 부유물을
관찰하는 등과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
다. 흙의 생성 과정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에서는 흙
을 관찰한 경험과 함께 동화를 통해 흙이 되는 과
정을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반면, 초등교육에
서는 실제 흙이 되는 과정을 얼음 설탕을 통에 넣
어 흔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풍화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도록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유
아교육에서의 ‘화석’ 관련 내용은 초등교육에서
‘여러 가지 화석’, ‘화석의 생성 과정’, ‘화석의 이
용’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공룡 시대 및 생활
상’ 관련 내용은 유아교육에서만 제시되어 있다. 

Table 18은 대기와 해양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
등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기와 해양 영
역에서는 유아교육에 제시된 ‘비가 올 때 자연의
변화’, ‘바람을 맞으며 자연현상에 관심 갖기’, ‘계
절의 변화와 날씨의 특징’,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옷차림’은 각각 초등교육의 ‘비나 태풍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특징’, ‘계절
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반복, 심화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비의 특징과 비가 올 때의 변
화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면 초등교육에서는 비나 태풍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계절의 변
화와 관련된 내용은 유아교육에서 계절 변화에 관
심을 가지고 계절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내용이 제
시되어 있으며, 초등교육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특

Table 16. Continuity in ‘environment and ecosystem’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자지 않는
동물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자지 않는
동물

연계(반복)

겨울을 나는 식물의
모습과 겨울 눈의
특징

겨울눈의 모습과
특징

연계(반복)

자연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생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연계
(확대, 심화)

북극곰의 서식지 및
도움을 주는 방법

생태계 평형

연계
(확대, 심화)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동물이 사라져가는
이유

새롭게 생겨난 동물

생물의 환경 적응동물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

겨울을 나는 곤충, 
어류, 조류의 모습 비연계(격차)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비연계(격차)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비연계(격차)

Table 17. Continuity in ‘solid earth’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비가 내린 후
달라진 모래의
특성

흐르는 물에 의한
지표의 변화

연계(반복, 심화)

흙의 종류에 따른
색, 냄새, 굵기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차이점

연계(반복, 심화)

풍화 작용으로
흙이 되는 과정

흙의 생성 과정 연계(반복, 심화)

화석의 의미

여러 가지 화석

연계(확대, 심화)화석의 생성 과정

화석의 이용

공룡 시대 및
생활상

비연계(소멸)

육지와 바다의 특징 비연계(격차)

화산의 의미 및 화산
생성물

비연계(격차)

지진 발생 원인 비연계(격차)

강, 바닷가 주변의
모습

비연계(격차)

흙 보존 시설 비연계(격차)

현무암, 화강암, 
퇴적암의 특징

비연계(격차)

지층의 생성 과정 비연계(격차)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

비연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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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알아보고, 원인에 대한 부분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
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상생활과 연관된 날
씨의 기초 개념이 제시되고,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구체적인 과학적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
Yun and Nah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19는 우주 영역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유아교육의 ‘낮과 밤의
변화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온도계를
활용하여 빛의 기능 알아보기’는 초등교육의 ‘태양
의 영향’,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기온, 그림자 길이 사이의 관계 알아
보기’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그 외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과 행성 등에 대한 내용은 초등교육에
서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운동, 태양계와
행성에 해당되는 천문 관련 내용이 직접적인 대상
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유아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Oh et al., 2004) 유아
교육에서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
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 내용
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핵심 세부 내용을 추출
하였다. 추출된 내용은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각각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
주 대영역과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소영역
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 내에
서 핵심 세부 내용 간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정에 드
러난 과학교육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결론 및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사이의 연계 빈도가

높은 대영역은 생명, 물질,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유아교
육과 초등학교 통합교과에서 교육 내용의 연계성
을 분석한 Choi (2020)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Choi (2020)는 과학 영역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Table 18. Continuity in ‘atmosphere and ocean’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비가 올 때의 자연
변화

비나 태풍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계
(반복, 심화)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특징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특징
연계

(반복, 심화)바람을 맞으며
자연현상에 관심 갖기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옷차림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

연계
(반복, 심화)

습도 비연계(격차)

이슬, 안개, 구름, 비, 
눈의 생성 원리

비연계(격차)

저기압과 고기압 비연계(격차)

물의 여행 비연계(격차)

물 부족 현상 비연계(격차)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비연계(격차)

바닷가 바람의 낮, 
밤 변화

비연계(격차)

여름, 가을 구름의
다양한 모습

비연계(소멸)

Table 19. Continuity in ‘universe’ area

유아교육 초등교육 연계성

낮과 밤의 변화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태양의 영향
연계

(확대, 심화)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

온도계를 활용하여
빛의 기능 알아보기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기온, 그림자 길이의
관계 연계

(확대, 심화)계절에 따른 태양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기온의 변화

지구에서 공기의 역할 비연계(격차)

지구와 달의 모양 및
차이점

비연계(격차)

태양계 구성원의 특징 비연계(격차)

지구의 자전과 공전 비연계(격차)

계절의 변화 원인 비연계(격차)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

비연계(격차)

별과 별자리 비연계(격차)

행성과 별의 차이점 비연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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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공학, 생태학으로 나누어 유치원 교육과
정과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화학 영역과 물리 영역이 가장 연계
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
는 본 연구의 결과가 1～2학년의 통합교육과정뿐
만 아니라, 3～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하
여 연계성 경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
아교육에서 물질 영역인 화학 관련 내용이 1～2학
년의 통합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3∼
6학년의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화학 관련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연계 빈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은 지구와 우주 영역으로, Yun and Nah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Yun and Nah 
(2010)에 의하면 지구와 우주 영역은 과학교육에서
가장 연계성이 낮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며, 이는
지구와 우주 영역에 포함된 천문, 해양 분야가 유
아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둘째,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각

각의 대영역에서 핵심 개념이 반영된 소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계성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운동
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파동, 힘과 운동 및 열과 에
너지, 전기와 자기 영역 순으로 높은 연계 빈도를
보였다. 물질 영역에서는 물질의 변화, 물질의 성질
영역 순으로 연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명 영
역에서는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생명의 연속성, 환
경과 생태계, 생명과학과 인간 생활, 항상성과 몸의
조절 영역 순으로 연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
구와 우주에서의 연계 빈도는 고체 지구, 우주 영
역, 대기와 해양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육에서 제시되었으나 초등교육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파동 영역에서 ‘자외선이 우
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 생물의 구조와 에너
지 영역에서 ‘다양한 동물의 꼬리의 특성’, ‘나무 껍
질의 관찰’, 고체 지구 영역에서 ‘공룡 시대 및 생
활상’, 대기와 해양 영역에서 ‘여름, 가을 구름의 다
양한 모습’으로, 총 5가지의 내용이 유아교육에서
만 등장하였다. 그 외 유아교육에서 제시된 대부분
의 내용은 초등교육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초등교육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많이 분포한 영역은 생명 영역에서의 항상성과 몸
의 조절, 물리 영역에서의 전기와 자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몸과 관련된 개념들이
대부분 상위 학년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한 Park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Seo and Kim 
(2020)에 의하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핵심 개
념인 자극과 반응은 초등학교에서 처음 제시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 대한 내용이 초등교육에서 처음 제시
되는 이유는 몸과 관련된 개념이 직접 관찰과 실험
이 어려운 측면(Bea, 2017)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한편, 전기와 자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에서는

교구로서 자석을 활용하지만 교육 내용으로 전기
와 자기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는 자석과
관련된 개념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Hong & Lee, 2012; Jeong, 1996). 
그러나 Kang and Han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석
은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기에 적
합한 소재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제시되
었으나 유아교육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개
념 및 원리에 대한 탐구는 초등교육에서 제시되더
라도 유아교육에서 직접적인 현상 관찰의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아교육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놀이 및 통

합적 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교육
에서 제시한 과학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Yoo & Kim, 2013). 본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
을 차시별로 추출하고, 연결성에 초점을 두어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포괄적인 교육 내용을 가진 유아교육이 초등교육
의 과학교육 내용과 어떠한 연계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놀이 및 통합적 활동이 중
심이 되는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
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과학교육 내용의 긴밀한
연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교급 간 성취기준
과 탐구 활동을 고려한 학습 내용 전개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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