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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extbooks under the 2007 Revised Curriculum 

최윤미1·이형철2*

Yoon-mi Choi1·Hyeong Cheol Lee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for developing next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a spot of science class through analyzing patterns of questions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under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o get a meaningful results, the 2,446
questions extracted by operation definition from 3~6 grade science text books were analyzed by modified analysis
frame work based on Blosser's classified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2,446
questions, the propositional pattern element had the highest rate, 49.2%, the appreciable pattern element had the
lowest rate, 1.4%, of all pattern elements. Second, from the results of comparing patterns of questions in each grade's
science textbook, as the grade went higher, the rate of the applicable and the divergent pattern element tended to
increase, and that of the other elements tended to decrease. Third, as the results of comparing patterns of questions of
4 each field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the energy field questions were the largest in number, followed by the
substance field. The rate of the propositional pattern element was the highest of all question elements in common in
each field . In the reproductive and the propositional pattern element, the energy and the substance field had a little
higher rate than the other fields. On the other hand, in the applicable and the divergent pattern element, the earth and
the life field had a little higher rate than the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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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교육의 3요소인 교육의 내용, 교수자, 학습
자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는 하나의 장을 일컫는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의미한 교육의 장은 다양한 종류로 진
화하고 있지만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큰 일임을 담
당하는학교에서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교육의장은
수업이다. 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상
황에서기본적으로교수자와학습자가다루는교육의
내용이 담긴 매개체는 교과서이다. 최근 시청각자료
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보조 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교과서와교사용지도서는수업의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는 교육의 주된 도구가 된다(하소
정, 2011).
이러한교과서와교사용지도서의내용을바탕으로

하여교사는수업중다양한질문, 즉 발문을하게된
다. 발문은 피응답자의 반응을 요청하는 의문으로서
과학적 연구나 과학 교육의 필수적인 수단이다(조희
형과 최경희, 2005). 발문의 주된 목적은 학습내용의
이해를 확인하기보다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있으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주제 내용에 주의를 집중시키
고,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고와 인지 활동 자극을 위해 사용하고 사회
적 행동의 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권낙원,
1994). 교사의 발문이 학교 수업에서 핵심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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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교육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은 이
미알려진사실이다(구순란, 2000). 수업은주로교사
와 학습자와의 언어적 활동에서 시작되고 그 언어적
활동 중에서도 교사의 발문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류재인, 2006). 
지금까지우리나라초등과학수업에서의발문연구

과관련해서는주로수업중교사에의해제시되는구
두형태의발문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조연순과우
재경, 1998). 남화경(2000)은 교사의 확산적 발문이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
다. 김효문(1998)은 사고력을 요하는 평가에서 확

장형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이 단순형 발문을 사용하
는 수업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보 다고 하
다. 추명자(2002)도 교사의 확산적 발문이 학습자

의사고력신장에유의미한효과가있다고밝혔다. 또
한 한상준(1991)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발문
수준에 따른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한 결과, 상위학습능력 집단에서는 높은 사고 수준
의 발문이, 하위학습능력 집단에서는 낮은 사고 수준
의 발문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
다. 이와같은다양한연구들은발문의사용이학생들
의 학업 능력이나 창의력 신장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하고있다. 
그런데 교사 발문의 기초적 배경이 되는 교과서의

발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김다현(2007)은 교수 학습 자료에 문자로 제시
된 발문도 학생의 학습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 으며, 우재경
(2007)은 교사들이 폐쇄적 수준의 발문을 자주 사용
하는 것은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 유형이 폐쇄적 수준
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주장하 는데 이는 과
학 교과서 내의 발문 연구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가지고있음을말한다. 특히교사의재량으로다양
한 교육용 자료를 선택하는 외국과 달리 국정 교과서
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우리의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
서는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이 과학 수업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박주현과 권혁순, 2007). 박
주현과권혁순(2007)은 제 7차초등학교과학교과서
물질 역에 제시된 발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학년
일수록 개방적 발문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수렴적
발문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나, 전 학년에서
폐쇄적발문이개방적발문보다더많았으며그중인

지·기억적 발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정민(2010)은 제 7차와 2007 개정 교사용 지도서의
‘지구와 우주’ 역에 제시된 발문 유형을 비교 분석
하는 연구에서 양쪽 모두 폐쇄적 발문이 개방적 발문
보다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3학년
교사용 지도서는 제 7차와 비교하여 폐쇄적 발문의
비율이 감소하고, 개방적 발문의 비율이 증가하 다
고하 으며, 4학년교사용지도서는제7차와비교하
여 폐쇄적 발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개방적 발문의 비
율은 감소하는 적절치 않은 경향을 보 다고 하 다.
김민정(2011)은 2007 개정초등학교과학교과서의운
동과 에너지 역 8개 단원의 발문 분석 연구에서 제
안적 발문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한정적 발문이
관련적발문보다더많이나타났다고밝혔다. 또한학
생이 선호하는 발문 유형은 학년 별로, 3학년은 제안
적발문, 4학년은재생적발문, 5학년은평가적발문,
6학년은예상적발문이라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

어 2011년에 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도입이 완료
되어사용되고있는새과학교과서의전학년전 역
의발문유형의분포및특성을분석함으로써개정교
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앞으로 수시로 부분 개정
될 초등 과학교과서의 발문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한다.  

2. 연구 문제

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2007 개정초등학교과학교과서에는각학년

에따라발문의유형과분포가어떻게되어있는가?
둘째, 과학과 4개 역(에너지, 물질, 지구, 생명)에

따라서는발문의유형과분포가어떻게되어있는가?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초등학교 3~6학년의 1, 2학기 과학교과서(교
육과학기술부, 2010) 내에 제시된 총 33개 단원의 발
문이다. 본 연구에서 발문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제
공하거나점검수준의목적이아니라“학생의학습사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 분석 121



고력을 자극하고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반응
을유도하는문장”으로정의했다. 이러한조작적정의
에 따라서, 2007 개정 과학교과서에 새롭게 수록된
“과학이야기”와학습자로하여금꼬마과학자가되도
록 하기 위해 3~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나도 과학
자”는 학생의 학습 사고력을 자극하고 반응을 이끌어
낸다기보다 주제와 관련된 과학의 역사 및 과학자의
발견및발명이야기나, 일상생활속의과학적사실및
정보전달이주가되는내용이라본연구의분석대상
에서 제외하 다. 또, 5, 6학년 교과서의“과학 생각
모음”은학습자에게탐구활동을안내하는것이아니
라 단순한 제작 방법이나 실험순서 안내 제시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단순 지시적 문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리고 교과서 대단원 마지막
차시에 단원을 정리하는“마무리(3, 4학년)”, “단원
마무리(5, 6학년)”역시 학습 내용을 각각 요약 및 퍼
즐형, 선택형, 단답형 등의 문제 풀이로 정리하는 내
용이어서본연구의분석대상에서제외하 다. 
과학 교과서에 의문형으로 제시된 문장 및 청유형

문장은 분석 단위로 선택하 다. 그러나 탐구활동이
있는 차시마다 나오는 소제목“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볼까요?”와“~알아보기”,
“~해 보기”와 같은 반복 제시형 제목과 탐구활동 시
도구제작법 안내, 놀이 시 놀이방법 안내 등의 단순
지시적 문장이나 내용은 발문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그 외 탐구활동 안내에 해당하는 발문은 선택하여 분
석대상으로하 다. 
그리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과학교과서 내에 제시된 문장 중에서 본 연
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선택된 2,446개의 문장을
연구의분석대상으로정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문을
기능면에서분류한박병학(1986)의발문분류체계와
Blosser(1973)의 사고유형에 따른 발문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든 박주현과 권혁순
(2007)의 것과 이들의 분류체계를 개작한 김민정
(2011)의발문분류체계를참고하 다. 
박병학(1986)의발문분류중에서부정적발문은사

례가 적고, 어휘 자체의 의미에 혼돈이 있어 본 연구

의 분석 유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Blosser(1973)의
발문 분류 체계 중에서 관리적 질문과 수사적 질문은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유형으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
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 고, 박주현과 권혁순이 개발
한분류체계중회상적발문은기억의저장만이아니
라 기억을 해내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재생적 발문으
로바꾸고, 재인적발문은행동을제안하는성격이강
하여 제안적 발문으로 유형명을 바꾸어서 본 연구의
분류체계를작성하 다.
본문에서 사용된 최종적인 발문 분류 체계와 발문

의예시는다음의 <표 1>과같다.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정의한 발문분류 체계로써, 연구자를 포함한 교
육전문가5명중 4명이상의의견일치도를통하여각
발문에대한분류를하 으며그렇지못할경우에는5
명의토론및의견개진에의한합의로써발문의최종
분류를하 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2007년 개정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학
년별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6학년 1, 2학기 초
등학교과학교과서에추출된총 2,446개의발문문장
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6학년 교
과서의 발문이 655개로 가장 많았고 5학년이 645개,
3학년이 591개 으며 4학년이 555개로 가장 적었다.
<표 2>의 결과를 학년별로 6개의 발문요소에 따라 그
래프로나타낸것이 <그림 1>이다. 2,446개의발문중
재생적 발문은 10.2%, 제안적 발문은 49.2%, 예상적
발문은 17.1%, 적용적 발문은 14.7% 다. 그에 비해
확산적, 평가적발문은각각 7.4%, 1.4%에 불과했다.
이는 과학 교과서의 특성 상 실험을 안내하는 발문이
많고“~해 봅시다”, “~재어 볼까요?”등과 같은 발문
이 모두 제안적 발문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과학교과서가실험의안내자역할을하고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고유의 기능을 감안하더
라도학생의창의적이고비판적인사고력을신장하는
데 있어 확산적, 평가적 발문이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된다(조연순과 우재경, 1998)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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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개정초등과학교과서에수록된발문은아동의사
고력을신장하는데다소제한적이라고하겠다. 
재생적 발문은 3, 4학년이 5, 6학년보다 높은 비율

을보 다. 이는 3, 4학년교육과정은학년사고발달
단계에맞게아동이주위에서경험해보았을법한, 비
교적 난이도가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반면 적용적 발문은 5, 6학년이 3, 4학년에
보다높은비율을보 다. 이것은학년이증가함에따
라 생성된 과학적 지식을 주변의 새로운 사태에 적용
해보거나결과물을새로운형태로제작해보는활동이
가능해지기때문으로생각된다. 
이경학(2005)은 제 7차초등학교과학교과서에너

지 역 단원 발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
들은 대부분 높은 사고 수준의 발문을 선호하 고 교
과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높은 사고 수준의 발문에
더 큰 흥미를 보 다고 했다. 또한 김민정(2011)이 학
생들이 선호하는 발문의 사고유형을 분석한 연구 결
과에 의하면 3, 4학년 학생은 재생적, 제안적, 예상
적, 적용적등의폐쇄적발문을선호하고, 5, 6학년은
확산적, 평가적 등의 개방적 발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학년발달단계를반 하는것으로 3, 4
학년은 아직 고학년에 비해 사고의 확산 및 창의적인
발상을 어려워하는 반면 5, 6학년은 창의적, 확산적
사고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오히려 개방적 발문에 흥

미를느끼게되는것이다. 이를비춰보았을때적용적
발문, 확산적 발문, 평가적 발문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적당한 구성이라 하겠
다. 그러나확산적발문의분포가 4학년보다 5, 6학년
의분포가낮은것은앞으로고려해야할부분으로생
각된다. 
<표 2>와 <그림 1>을참고로하여학년별발문유형

의특징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3학년
3학년은 총 591개의 발문 중 제안적 발문이 291개

(49.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상적 발
문이 122개(20.6%), 재생적 발문이 98개(16.6%) 으
며 적용적 발문 47개(8.0%), 확산적 발문 28개
(4.7%), 평가적 발문 5개(0.9%) 순으로 나타났다. 제
안적, 예상적, 재생적 발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는 3학년의 인지 발달 단계 상 아직 고차원적 사고가
어려우므로 재생 및 제안을 통해 과학적 경험을 떠올
리고교과서에안내된대로실험을실시한후이에관
한 예상을 해보는 것이 주요 학습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한된데이터를사용하여생활속의과학현상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며 사고를 확장하는 적용적 발
문과, 어떠한 데이터 없이 발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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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문 분류 체계

발문유형 분류준거 예

재생적 단순히학습한내용을재생하도록요구하는발문 모빌을만들면서어떻게수평을잡을수있었
습니까?

제안적 조작활동에대한발문이나활동을통해알게된사실
에대한발문 무게를재는원리에대하여알아봅시다. 

예상적
조작활동의결과및앞으로의학습에대한내용을예
측하거나조작활동에대한결과를비교, 대조하도록
하는발문

식물이잘자라는흙과잘자라지못하는흙은
어떻게다를까요?

적용적 발견하거나알게된사실에대해다른문제해결이나
새로운사태에대한적용을요구하는발문

기체의부피의성질을떠올리며페트병안쪽
윗부분에끼어져있는풍선을아래로내려오
게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말해봅시다. 

확산적 기대한대답의한계를짓기불충분한것을예측하게
하거나자유로운견해를유도, 추론하게하는발문

뚜껑을덮는방법외에알코올램프의불을간
편하게끌수있는장치를고안해봅시다. 

평가적 상황을비판적으로분석하게하려는의도를지니거나
제시된대답에대해정당화를요청하는발문 또, 그렇게생각한까닭도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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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학년 별 비교

학
년

학
기

유형
단원

재생
(%)

제안
(%)

예상
(%)

적용
(%)

확산
(%)

평가
(%)

합계
(%)

3

1

1.우리생활과물질 31 45 20 5 4 1 106
2.자석의성질 12 56 19 4 3 0 94
3.동물의한살이 5 31 10 6 4 0 56
4.날씨와우리생활 11 37 10 10 3 0 71

2

1.액체와기체의부피 3 37 19 5 2 2 68
2. 동물의세계 9 27 13 7 4 1 61
3. 혼합물의분리 13 27 15 7 2 1 65
4. 빛과그림자 14 31 16 3 6 0 70

소 계 98
(16.6)

291
(49.2)

122
(20.6)

47
(8.0)

28
(4.7)

5
(.9)

591
(100)

4

1

1.무게재기 4 43 7 23 2 1 80
2.지표의변화 3 44 1 4 10 0 62
3.식물의한살이 11 35 5 8 6 0 65

4.모습을바꾸는물 10 28 13 8 8 0 67

2

1.식물의세계 2 32 6 8 6 0 54
2.지층과화석 10 42 8 3 12 0 75

3.열전달과우리생활 13 39 15 10 11 3 91
4.화산과지진 10 24 15 7 5 0 61

소 계 63
(11.4)

287
(51.7)

70
(12.6)

71
(12.8)

60
(10.8)

4
(.7)

555
(100)

5

1

1.지구와달 4 36 19 21 5 1 86
2.전기회로 12 41 17 13 4 1 88

3.식물의구조와기능 5 63 22 16 5 1 112
4.작은생물의세계 8 32 7 13 7 0 67

2

1.우리몸 6 31 20 19 5 0 81
2.용해와용액 4 35 18 6 5 4 72
3.물체의속력 4 39 7 16 5 3 74
4.태양계와별 1 38 10 11 5 0 65

소 계 44
(6.8)

315
(48.8)

120
(18.6)

115
(17.8)

41
(6.4)

10
(1.6)

645
(100)

6

1

1. 빛 1 34 13 17 3 0 68
2.산과염기 3 41 12 9 6 1 72
3.계절의변화 8 16 11 15 5 6 61
4.생태계와환경 8 42 10 13 8 3 84

5.자기장 2 35 18 6 8 1 70

2

1.날씨의변화 3 37 12 20 7 0 79
2.여러가지기체 5 40 7 10 3 1 66
3.에너지와도구 6 32 12 19 5 1 75
4.연소와소화 9 35 12 18 6 0 80

소 계 45
(6.9)

312
(47.6)

107
(16.3)

127
(19.4)

51
(7.8)

13
(2.0)

655
(100)

합 계 250
(10.2)

1205
(49.2)

419
(17.1)

360
(14.7)

180
(7.4)

32
(1.4)

2446
(100)



를 유도하는 확산적 발문은 각 단원의 탐구 활동이나
차시가마무리될때평균적으로 1~2개씩제시되어필
요한 범위 내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실험설계에서의절차및방법이적당한지
평가해보고 실험 설계 중 가설의 적절성과 같은 가치
를 판단하고 나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보게 하
는 평가적 발문은 1학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2학
기에들어서각단원에평균 1개꼴로나타났다. 

2) 4학년
4학년은 총 555개의 발문 중 제안적 발문이 287개

(51.7%)로가장많이나타났다. 다음으로적용적발문
71개(12.8%), 예상적 발문 70개(12.6%), 재생적 발문
63개(11.4%), 확산적 발문 60개(10.8%), 평가적 발문
4개(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원별로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이 3학년에 비해 많아진 것은
권장할만한일인것같다. 그러나평가적발문은 3학
년과 마찬가지로 4학년 1학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
며 2학기에도 3단원에서 실험 단계를 점검해보는 발
문 3개뿐이다. 4학년은 1, 2학기 단원의 구성이 다른
학년에 비해 학습자가 직접 실험하는 부분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제안적 발문이나 예상적 발문의 수
가 다른 학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4

학년에서 확산적 발문의 비중이 높은 것과도 관계된
다 할 수 있다. 3~6학년의 발문 유형 분포를 살펴보
았을 때, 제안적 발문을 제외하고는 4학년이 각 유형
별로가장고른분포를보이는것같다. 

3) 5학년
전체적인 발문 수에 있어 3, 4학년에 비해 늘어났

다. 5, 6학년 교과서의 구성 상 자유 탐구 및 실험의
양이늘어났기때문으로생각된다. 5학년은총 645개
의발문중제안적발문이 315개(48.8%)로 가장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적 발문 120개(18.6%), 적용적
발문 115개(17.8%), 재생적 발문 44개(6.8%), 확산적
발문 41개(6.4%), 평가적 발문 10개(1.6%)의 순으로
나왔다. 
5학년교육과정에서는초등학교에서처음다루거나

학습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소하게 생각되
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기억, 회상해보는 재생적 발
문의 비율이 3~4학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 발달단계에 따라 단순한 기억, 회
상, 반복적 발문의 비율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사용하
여새로운상황에적용하거나, 주어진데이터없이과
학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비율이 보다 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안적 발문이 있어서는 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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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학년별 분포



년이가장높은비율을보 다. 그리고 1학기‘4.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이나 2학기‘3. 물체의 속력’, ‘4.
태양계와 별’단원도 학습자가 예측하기 힘든 내용이
므로예상적발문의비율이낮게나왔고 1학기‘3. 식
물의구조와기능’과 2학기‘1. 우리몸’단원은초등
학생들이 충분히 생활 속의 경험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있기때문에예상적발문내용의비율이높은것으
로생각된다. 
적용적 발문은 3, 4학년을 거쳐 5학년으로 오면서

꾸준한증가율을보이고있다. 2학기‘2. 용해와용액’
은 적용적 발문이 적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용해나
용액 관련 데이터로 생활 주변의 문제에 적용하는 사
례가 다소 적고, 용액별로 다양한 실험 데이터가 나오
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새로운 사태를 해결
하는발문을제시하기가곤란하기때문으로사료된다. 
평가적 발문은 3, 4학년에 비해 5학년에서는 많이

늘어났다. 이는 5, 6학년 교과서가‘FLOW 모형’(교
육과학기술부, 2011)에맞춰자유탐구를강조하며스
스로 과학적 지식을 생성해보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것으로보인다. 

4) 6학년
6학년은 총 655개의 발문 중 제안적 발문이 312개

(47.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용적 발
문 127개(19.4%), 예상적 발문 107개(16.3%), 확산적
발문 51개(7.8%), 재생적 발문 45개(6.9%), 평가적
발문 13개(2.0%)의순으로나타났다.  
학습자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교육과정

에 처음 등장하는 단원의 재생적 발문은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기‘1. 빛’, ‘2. 산과
염기’, ‘5. 자기장’단원의재생적발문은 1~3개정도
이다. 그에 비해 1학기‘3. 계절의 변화’, ‘4. 생태계

와 환경’, 2학기‘4. 연소와 소화’는 재생적 발문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안적 발문은 3~5학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발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비교적각단원별로고른분포를보이고있으
나 1학기‘3. 계절의 변화’단원에서는 내용 특성 상
다양한 탐구 실험이 다소 어려워서인지 다른 단원에
비해 낮게 나온 것 같다. 적용적 발문은 다른 학년에
비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 1학기‘5. 자기
장’단원에서는 단원의 내용 특성 상 새로운 상황을
적용해 보거나 생활 속의 과학경험에 적용해 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적
발문은 3`~5학년에비해가장많은 2.0%이다. 그러나
학기별로살펴보면평가적발문의분포가 1학기에치
중되어 있고 2학기에는 2개 밖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수있다. 따라서이후 교과서수시개정시에는학
습자가 자신이 직접 과학적 지식을 생성해보는 경험
속에 자신의 의견 및 가설을 점검해보는 평가적 발문
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
도록단원별로 2~3개씩배치할수있도록해야할것
으로생각된다. 

2. 2007년 개정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역 별 비교

아래의 <표 3>은 2007 개정 초등 과학교과서 내에
나타난 전체 발문 사고 유형 분포를 과학과 4개 역
인 에너지(물리), 물질(화학), 지구, 생명(생물) 별로
비교한 것이고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2>
이다. 
총 2,446개의 발문 중에서 에너지 역이 694개

(28.4%), 물질 역이 603개(24.6%), 지구 역이
565개(23.1%), 생명 역이 584개(23.9%)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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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역별 비교

유형
역 재생(%) 제안(%) 예상(%) 적용(%) 확산(%) 평가(%) 합계(%)

에너지 70(10.1) 350(50.4) 124(17.9) 93(13.4) 47(6.8) 10(1.4) 694

물질 78(12.9) 288(47.8) 116(19.2) 75(12.4) 36(6.0) 10(1.7) 603

지구 49(8.7) 274(48.5) 86(15.2) 97(17.2) 52(9.2) 7(1.2) 565

생명 53(9.1) 293(50.1) 93(15.9) 95(16.3) 45(7.7) 5(.9) 584

합계 250(10.2) 1,205(49.3) 419(17.1) 360(14.7) 180(7.4) 32(1.3) 2,446(100)



역의 발문수가 제일 많았고 다른 세 역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는 3~6학년총 33개단원중에서에너
지 역에해당되는단원이9개로서, 각각 8개씩가지
고 있는 다른 역보다 한 단원이 더 많은 것과 관련
이있는것같다.   
재생적발문은에너지와물질 역, 지구와생명

역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 으나 에너지와 물질
역의 재생적 발문의 양과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
는에너지와물질 역이지구, 생명 역의내용보다
역별특성상학습자가쉽게생활속에서경험해보

기 쉬운 과학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다만 에너지 역이 한 단원이 더 많은 것을 감안
하면재생적발문의비율이가장높은 역은물질
역이라하겠다. 
예상적 발문의 분포도 재생적 발문과 비슷한 양상

이다. 실험결과를추측해보거나결과를비교, 대조해
보는 활동이 에너지, 물질 역에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적 발문에서는 에너지 역의 가장 비
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이 역에서 실험 안내 및
조작활동 안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6학년 1학기
에 에너지 역이 한 단원 더 있는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적용적 발문과 확산적 발문에서는 각 역의 양상

이 서로 비슷하나 에너지, 물질 역이 지구, 생명

역보다조금더작은비율을보 고특히물질 역이
가장 작은 비율을 보 다. 이것은 에너지, 물질 역
의특성상생성된과학지식을새로운상황에적용하
거나 창의적으로 상상하여 보는 조작활동의 예를 찾
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가적 발문에
서는실험내용이상대적으로적은지구, 생명 역이
에너지, 물질 역보다작은비율을보 다.  

V. 요약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연구는 2007 개정초등과학교과서의발문사고
유형의 분석을 통해 현장 수업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 향후수시개정되는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개정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총 33개 단원 중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추출된 2,446개 발
문에서, 제안적발문유형이 49.2%로가장높게그리
고평가적발문유형이 1.4%로서가장낮게나왔다.
발문의 수준이 학생의 사고력 신장 수준에 향을

미친다는점을감안할때, 확산적발문과평가적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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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등 과학교과서 발문 유형의 역별 분포



유형의비율을높일필요성이있다고본다. 
둘째, 학년 별로 발문의 사고 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든학년에서제안적발문이가장많이나타났다. 이
는 과학 교과서가 실험의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다른 교과에 비해 학습자에게 낯설고 새로운 교육과
정이많기때문으로생각된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용적, 확산적, 평가적 발

문유형의수가조금씩증가하는경향이었고, 재생적,
제안적, 예상적발문유형은점차조금씩줄어드는경
향을보 다. 
전체적으로 학년에 따라 나타난 발문 유형의 특징

을학년별학습자의수준에비추어보았을때개정초
등 과학교과서는 3, 4학년의 발달단계에는 적합하나
5, 6학년의 발달단계에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생각된다.     
셋째, 과학과 4개 역인 에너지, 물질, 지구, 생명
역에 나타난 발문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에너지 역의발문수가가장많았다. 이는 6학년 1학
기에에너지 역이한단원더있는것과도관련있다
고 생각된다. 제안적 발문에서 에너지와 생명 역이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다른 두 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이는에너지와생명 역에서실험및조작활
동안내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적용적발문과확산
적발문은서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지구, 생명 역
이에너지, 물질 역보다다소높게나왔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정 교육과정 방침
에 의해 향후 수시 개정되는 교과서의 발문을 구성할
때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력과 논리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이 신장되므로 향후 교과서 개정 시, 특히
5~6학년교육과정에서탐구활동의발문의비중을높
일 필요가 있다. 자유 탐구의 비율을 높이고, 학습자
스스로실험을설계해볼수있도록하거나실험설계
가적당한지평가해볼수있는활동, 과학적으로창의
적인지식을생성해보는활동의비율을높인다면개방
적발문의비율도자연스럽게늘어나게될것이다.
둘째, 교과용도서에제시된부가발문과교사의구

두 발문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교과
용 도서의 발문이 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관련된보완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셋째, 교과서의발문은교사및아동모두에게 향

을 미치지만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에게 향을 미친
다. 이를 감안하여 보았을 때 2007 개정 초등 과학교
사용지도서에대한발문유형분석연구도필요할것
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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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연구는 2007년개정초등과학교과서의발문사
고유형분석을통해현장수업에교육적시사점을제

공하고, 향후수시개정되는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에제시된문장중에서, 본연구의조작적정의
에 부합하는 2,446개의 발문을 추출하 고, 이것을
Blosser의 분류체계를 조금 수정한 분석틀로써 발문
의 유형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 추출된 2,446개 발문 중에서 제
안적 발문요소가 49.2%로 가장 높게, 그리고 평가적
발문요소가 1.4%로서 가장 낮게 나왔다. 둘째, 학년
별로발문의유형을살펴본결과, 모든학년에서제안
적 발문요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또, 학년이 올라갈
수록재생적, 제안적, 예상적발문요소는점차조금씩
줄어드는경향을, 적용적, 확산적, 평가적발문요소는
조금씩증가하는경향을보 다. 셋째, 과학과 4개
역인 에너지, 물질, 지구, 생명 역에 나타난 발문의
유형을분석해보았을때에너지 역의발문수가가
장많았고그다음이화학 역이었다. 4개 역모두
제안적발문요소가가장많이나타났다. 재생적, 예상
적 발문요소는 에너지와 물질 역이 다른 두 역보
다조금더많았고적용적, 확산적발문요소는지구와
생명 역이다른두 역보다조금더많았다.

주요어: 2007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과학교과서,
발문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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