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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은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일련의 탐구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연구회(NRC)의 차세대과학기준(NGSS)은 학생들의 과학 탐구 과정 경험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8가지 과학 실천(8 Practices of Science)을 제안하였고, 8가지 과학 실천 각각에 대하여 학년 군별 세부 

성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화학II교과서 4종에 포함된 탐구 활동을 8 
가지 과학 실천과 9-12학년군 세부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종의 화학II교과서에 포함된 탐구 활동은 총 173개 

이고 분석된 과학 실천은 총 678개 이었다. 4종 화학II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은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가장 많았고,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하기'등은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질문하 

고 문제 규정하기'와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제어: 과학 실천, 탐구 활동, 고등학교 화학

ABSTRACT. The cultivation of scientific literacy in recent science education can be improved by experiencing and under
standing scientific inquiry by which scientific knowledge is forme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released the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including 8 practices of science that help students experience scientists' inquiry and 
subdividing achievement standards to perform 8 practices of science into by grade cluster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sci
ence inquiry activities included in 4 high school chemistry II textbooks developed by the 2009 revised curriculum using the 8 
scientific practices and their achievement standards for 9th-12th grade. The science inquiry activities and the science practices 
included in the 4 textbooks were 173 and 678. The science practices included in the inquiry activities of 4 textbooks included 
the most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The ‘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were less than other practices. The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 and ‘developing and using models’ were 
not nearly included in the 4 high school chemistry II textbooks.

Key words: Science practice, Inquiry activity, High school chemistry

서 론

최근 과학 교육의 많은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적 소양 함양이 중요하고, 이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루 

어 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3 과학이 '탐구로서의 학 

문’ 이므로 학교 과학 교육이 학생들의 탐구 수행을 통한 

과학 지식 형성에 중점을 둔다면 과학 개념 이해뿐 아니 

라 과학적 소양 함양의 과학 교육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4-6 그러나 실제 학교 과학 교육 현장에서는 

탐구 기능만이 강조되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을 설계하거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토론하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있어왔다. 한유화 외(2014)는 탐구에서 

학생들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 발견-가설 설정-탐구 

설계-탐구 수행-가설 검증'의 과정에 대한 안내가 교과서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거나 교사가 주도하고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과학적 사고를 할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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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하였고, 양일호 외(2006)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대부분의 탐구 수업이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학적 본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7,8 이러한 관점에서 탐구의 기능만이 강조 

된 확인 실험을 탐구라고 여기거나 탐구에 정해진 방법 

이나 특정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생각하는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4,9

최근 미국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에서 발표한 

차세대과학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고 협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 지식을 형성할 수 

있고 과학이 증거를 기반으로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학 

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8가지 과학 

실천(8 practices of science) 을 제시하였다.21 즉,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등의 

8가지 과학 실천을 학생들이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과학 

지식을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연구회 

(NRC) 는 8가지 과학 실천 각각에 대하여 학년 군별로 성 

취해야할 세부 목표를 제시하여 각 실천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부터 탐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탐구를 경험함으로써 과학 지식 형성과정과 과 

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비판적 인 토론 활동을 통해 의사결 

정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10 이 

러한 과학 교육의 목표가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 

석틀을 활용한 탐구 활동 분석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 

다. 한화정과 심규철(2013)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교 

과서 7종의 '에너지와 환경' 단원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탐구 활동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11 김 

지영 외(2012)도 2007 개정 화학교과서에서와 같이 2009 
개정 화학II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과학적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4 또한, 서은선 외 (2013)는 

2009 개정 고등학교 지구과학II교과서의 대부분의 탐구 

활동이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수행하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12 한유화 외 (2014)도 2009 개 

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 9종에 학생 스스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험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활동이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7
이처럼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탐구 활동 분석틀 대부분이 전통적인 

탐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탐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 해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여 탐구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과학 탐구의 본질이라고 강조 

해 온 Berland & Reiser (2009), Duschl (1990), Ford (2008), 
Sampson & Blanchard (2012), Simon et al. (2006) 등의 많은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13-17 미국연구회(NRC)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과 실천 각각에 대하여 학년 군별로 학생 

들이 성취해야 할 세부 목표는 탐구 활동의 분석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핵심역량을 강조하 

면서 미국연구회 (NRC) 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과 같은 

내용의 과학 탐구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8가지 

과학 탐구 기능이 과학 개념과 연결되어 과학과 교수-학 

습이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18 8가지 과학 실천 

(8 Practices of Science) 을 기준으로 2009 개정 과학교육과 

정에 따른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 강남화와 이은미(2013)의 연구가 있다.1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과학 실천의 성취목표에 기초하여 각각의 

과학적 실천에 해당하는 활동의 종류를 구성하여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였다. 이 연구자들이 

구성한 활동들은 미국연구회(NRC)에서 제시하는 세부 

성취 목표의 학년 군별 차이 또는 세부 성취 목표들 간의 

학습 상황이나 조건 등의 미세하고 정교한 차이가 무시 

되고 활동 자체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화학II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미국연구회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과 각 실천의 세부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학 교수-학습의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화학II교과서에 포함된 탐 

구 활동이 학생들의 탐구 경험과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 

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 

사가 탐구 중심 과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또 

는 교육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되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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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총 4종의 고등학교 화학II교과서의 

5개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탐구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화학II교과서의 5개 단원은 I단원 ‘다양한 모습의 

물질’, II단원 ‘물질 변화와 에너지’, III단원 ‘화학 평형’, 
IV단원 ‘화학 반응 속도’, V단원 ‘인류 복지와 화학’이다. 
각 화학II교과서에서 ‘탐구 활동’, ‘탐구 자료 해석’, ‘탐구 

자료 분석’, ‘탐구 실험’, ‘미니 탐구’ 등과 같이 ‘탐구’ 라는 

단어가 들어간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

본 연구는 미국연구회 (NRC) 의 차세대과학기준 (NGSS) 
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의 9-12 학년군의 세부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 

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상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 

의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의 8가지 과학 

실천과 각 과학 실천의 9-12학년군의 세부 성취 목표는

Table 1. 8 Practices of Science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3)

1.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 To formulating, refining, and evaluating empirically testable questions and design problems 
using models and simulations.

Practice

(1) Ask questions that arise from careful observation of phenomena, or unexpected results, to clarify and/or seek 
additional information (2) Ask questions that arise from examining models or a theory, to clarify and/or seek addi
tional information and relationships (3) Ask questions to determine relationships, including quantitative relation
ships,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4) Ask questions to clarify and refine a model, an explanation, 
or an engineering problem (5) Evaluate a question to determine if it is testable and relevant (6) Ask questions that can 
be investigated within the scope of the school laboratory, research facilities, or field (e.g., outdoor environment) with 
available resources and, when appropriate, frame a hypothesis based on a model or theory (7) Ask and/or evaluate 
questions that challenge the premise (s) of an argument, the interpretation of a data set, or the suitability of a design 
(8) Define a design problem that involves the development of a process or system with interacting components and 
criteria and constraints that may include social, technical, and/or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2. Developing and Using Models : To predict and show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between systems and their components in the natural 
and designed worlds.

Practice

(1) Evaluate merits and limitations of two different models of the same proposed tool, process, mechanism or system 
in order to select or revise a model that best fits the evidence or design criteria (2) Design a test of a model to ascer
tain its reliability (3) Develop, revise, and/or use a model based on evidence to illustrate and/or predict the relation
ships between systems or between components of a system (4) Develop and/or use multiple types of models to 
provide mechanistic accounts and/or predict phenomena, and move flexibly between model types based on merits 
and limitations (5) Develop a complex model that allows for manipulation and testing of a proposed process or sys
tem (6) Develop and/or use a model (including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to generate data to support explana
tions, predict phenomena, analyze systems, and/or solve problems

3.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 To include investigations that provide evidence for and test conceptual, mathematical, physi
cal, and empirical models.

Practice

(1) Plan an investigation or test a design individually and collaboratively to produce data to serve as the basis for evi
dence as part of building and revising models, supporting explanations for phenomena, or testing solutions to prob
lems. Consider possible confounding variables or effects and evaluate the investigation's design to ensure variables 
are controlled (2) Plan and conduct an investigation individually and collaboratively to produce data to serve as the 
basis for evidence, and in the design: decide on types, how much, and accuracy of data needed to produce reliable 
measurements and consider limitations on the precision of the data (e.g., number of trials, cost, risk, time), and refine 
the design accordingly (3) Plan and conduct an investigation or test a design solution in a safe and ethical manner 
including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personal impacts (4) Select appropriate tools to collect, record, 
analyze, and evaluate data (5) Make directional hypotheses that specify what happens to a dependent variable when an 
independent variable is manipulated (6) Manipulate variables and collect data about a complex model of a proposed 
process or system to identify failure points or improve performance relative to criteria for success or other variables

4.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 To introducing more detailed statistical analysis, the comparison of data sets for consistency, and the 
use of models to generate and analyze data

Practice

(1) Analyze data using tools, technologies, and/or models (e.g., computational, mathematical) in order to make valid 
and reliable scientific claims or determine an optimal design solution (2) Apply concepts of statistics and probability 
(including determining function fits to data, slope, intercept, and correlation coefficient for linear fits) to scientific and 
engineering questions and problems, using digital tools when feasible (3) Consider limitations of data analysis (e.g., 
measurement error, sample selection) when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4)Compare and contrast various types of 
data sets (e.g., self-generated, archival) to examine consistency of measurements and observations (5) Evaluate the 
impact of new data on a working explanation and/or model of a proposed process or system (6) Analyze data to iden
tify design features or characteristics of the components of a proposed process or system to optimize it relative to cri
teria fo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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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unued)

5.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 To using algebraic thinking and analysis, a range of linear and nonlinear functions 
including trigonometric functions, exponentials and logarithms, and computational tools for statistical analysis to analyze, represent, and 
model data. Simple computational simulations are created and used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of basic assumptions.

Practice

(1) Create and/or revise a computational model or simulation of a phenomenon, designed device, process, or sys
tem (2) Use mathematical, computational, and/or algorithmic representations of phenomena or design solutions to 
describe and/or support claims and/or explanations (3) Apply techniques of algebra and functions to represent and solve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oblems (4) Use simple limit cases to test mathematical expressions, computer programs, 
algorithms, or simulations of a process or system to see if a model “makes sense” by comparing the outcomes with 
what is known about the real world (5) Apply ratios, rates, percentages, and unit conversions in the context of compli
cated measurement problems involving quantities with derived or compound units(such as mg/mL, kg/m3, acre-feet, etc.)

6.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 To explanations and designs that are supported by multiple and independent student
generated sources of evidence consistent with scientific ideas, principles, and theories.

Practice

(1) Make a quantitative and/or qualitative claim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2) Construct and revise an explanation based on valid and reliable evidence obtained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students’ own investigations, models, theories, simulations, peer review) and the assumption that 
theories and laws that describe the natural world operate today as they did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3) Apply scientific ideas, principles, and/or evidence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phenomena and solve 
design problems, taking into account possible unanticipated effects (4) Apply scientific reasoning, theory, and/or mod
els to link evidence to the claim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 reasoning and data support the explanation or con
clusion (5) Design, evaluate, and/or refine a solution to a complex real-world problem,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student-generated sources of evidence, prioritized criteria, and tradeoff considerations

7. 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 To using appropriate and sufficient evidence and scientific reasoning to defend and critique claims 
and explanations about the natural and designed world (s). Arguments may also come from current scientific or historical episodes in science.

Practice

(1) Compare and evaluate competing arguments or design solutions in light of currently accepted explanations, new 
evidence, limitations (e.g., trade-offs), constraints, and ethical issues (2) Evaluate the claims, evidence, and/or reason
ing behind currently accepted explanations or solutions to determine the merits of arguments (3) Respectfully provide 
and/or receive critiques on scientific arguments by probing reasoning and evidence, challenging ideas and conclu
sions, responding thoughtfully to diverse perspectives, and determining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to resolve 
contradictions (4) Construct, use, and/or present an oral and written argument or counter-arguments based on data and 
evidence (5) Make and defend a claim based on evidence about the natural world or the effectiveness of a design solu
tion that reflects scientific knowledge and student-generated evidence (6) Evaluate competing design solutions to a 
real-world problem based on scientific ideas and principles, empirical evidence, and/or logical arguments regarding 
relevant factors (e.g. economic, societal,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s)

8.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 To evalua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laims, methods, and designs.

Practice

(1) Critically read scientific literature adapted for classroom use to determine the central ideas or conclusions and/or to 
obtain scientific and/or technical information to summarize complex evidence, concepts, processes, or information 
presented in a text by paraphrasing them in simpler but still accurate terms (2) Compare, integrate and evaluate 
sources of information presented in different media or formats (e.g., visually, quantitatively)as well as in words in 
order to address a scientific question or solve a problem (3) Gather, read, and evaluate scientific and/or technical infor
mation from multiple authoritative sources, assessing the evidence and usefulness of each source (4)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nd/or synthesize multiple claims, methods, and/or designs that appear in scientific and tech
nical texts or media reports, verifying the data when possible (5) Communicate scientific and/or technical information 
or ideas (e.g. about phenomena and/or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a proposed pro
cess or system) in multiple formats (i.e., orally, graphically, textually, mathematically)

Table 1과 같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1 저자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 
인이 8가지 과학 실천과 세부 성취 목표의 내용을 숙지한 

후, A 교과서 38개의 탐구 활동 중 10개, B 교과서 41개 탐 

구 활동 중 20개, C 교과서 38개 탐구 활동 중 15개, D 교과 

서 56개의 탐구 활동 중 20개를 각각 분석한 후, 분석자간 

일치도를 구한 결과는 A교과서 0.81, B교과서 0.82, C교 

과서 0.87,。교과서 0.84 이었다. 분석이 모호하거나 분석 

자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쳤다. 3명의 분석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체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완료하였다.
분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계의 엔트로피 변화를 설명해 보자’ 와 같이 관찰한 

현상을 분석하고 과학 원리나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을 

고안하도록 하는 경우 과학 실천 4 '자료 분석하고 해석 

하기'와 과학 실천 6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로 

분석하였다. '만약 과정 5에서 옥살산이 모두 녹지 않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화학II 교과서에 포함된 탐구 활동 분석: 8가지 과학 실천을 중심으로 63

Figure 1. Inquiry Activity 8. Exothermic and Endothermic Reac
tion (From Unit II Changes of Substances and Energy, Chemistry 
II Textbook A).

。옥적 화학 전지의 전위차믈 측정하여. 전위차가 가장 큰 화학 전지를 찾아본다.

。준비물 패트리 접시. 거튬종이. 스포이트. 직류 전압계. 집게 도선 1.0 M 묽은 황산(H2SOD 수용액. 구리 

조각. 아연 조각. 철 조각. 온 조각

I 활동 28 丨 다양한 화학 전지외 전위차 측정아기

2. 금속 조각의 가격을 고려해 불 때. 가장 효율이 좋은 화학 전지는 어느 것인가?

Figure 2. Inquiry Activity 28.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Mea
surement of Diverse Chemical Cell (From Unit III Chemical 
Equilibrium, Chemistry II Textbook A).

。과정 ① 페트리 접시에 1.0 M 묽은 황산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를 깔고 그 위에 오른쪽 그림 

과 같이 Cu. Zn. Fe. Ag의 금속 조각을 

약 1 cm Xi cm 크기로 잘라 올려놓는다.

② 전압걔를 이용하여 각 금속 조각 사이의 전 

압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기록한다

다면, 옥살산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 

자’ 와 같이 학습자가 구성한 설명을 동료들과 논의 하도록 

하는 경우는 과학 실천 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로 

분석하였다. ‘전지 각각의 주된 용도를 조사해 보자’와 같 

이 문헌이나 매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경우 

는 과학 실천 8，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로 분석 

하였다.
과학 실천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예를 들면,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교과서의 II단원 '물질의 변 

화와 에너지，에 포함된 '탐구 활동 8 발열 반응과 흡열 반 

응'에서 '정리 1 염화칼슘의 용해 반응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해석하고, 참 

고 문헌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과학 실천 4 
중에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도구, 기술, 또는 모델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하기 (4- 
1)’로, 과학 실천 8 중에서 '과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 및 매체에 포함된 정보원을 비교, 통합, 평가 

하기 (8-2)’ 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리 2 질산암모늄을 물 

에 용해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보자’ 는 용해현상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한 온도에 관한 

정성적 설명을 제시하는 활동이므로 과학 실천 6 중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적, 질 

적 주장을 만들기 (6-1)’로 분석하였다.
다른 예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A교과서의 III단 

원 '화학 평형’에 포함된 '탐구 활동 28 다양한 화학 전지 

의 전위차 측정하기’에서 '과정② 전압계를 이용하여 각 

금속 조각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기록한다’ 
는 실험을 통해 얻은 각 금속 조각 사이의 전압 데이터를 

기록하는 활동이므로 과학 실천 3 중에서 '여러 가지 변 

인을 고려하여 계의 복잡한 모형에 대해서 변인들을 조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3-6)’의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정리 1 전압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는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활동이므로 과학 실천 4 중에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도구, 기술, 또는 모형을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4-1)’의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정리2 금속 조각의 가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효율이 좋은 화학 전지는 어느 것인가?’는 

참고 문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얻고 평가하는 

활동이므로 과학 실천 8중 '과학적 문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 및 매체에 포함된 정보원을 비교, 통 

합, 평가하기 (8-2)’의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해석

교과서에 포함된 탐구 활동 수와 과학 실천 수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탐 

구’ 라는 단어 가 들어간 활동수와 과학 실천 수는 Table 2 
와 같다. 4종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총 173개의 탐구 

활동 중。교과서가 56개로 가장 많은 탐구 활동을 포함하 

고 있었고, B교과서는 41개, A와 C교과서는 각각 38개의 

탐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4종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 실천은 A 교과서 159개, B 교과서 162개, C 교과 

서 140개,。교과서 217개로 교과서별, 단원별 탐구 활동 

수와 과학 실천 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III단원 '화학 평형’。］ 가장 많은 탐구 활동(14개)과 과학 

실천(59개)을, V단원'인류 복지와 화학’이 가장 적은 탐 

구 활동(2개)과 과학 실천(8개)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과서 별 단원별 포함되어 있는 탐구 활동수와 과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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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Inquiry Activity and Science Practice in Chemistry II Textbook

Textbook
Unit I II III IV V Avg. Sum

A
Inquiry Activity 7 7 16 6 2 8 38
Science Practice 24 36 70 21 8 32 159

B
Inquiry Activity 13 6 15 6 1 8 41
Science Practice 43 26 64 26 3 32 162

C
Inquiry Activity 15 3 11 7 2 8 38
Science Practice 64 9 37 27 3 28 140

D
Inquiry Activity 15 10 16 10 5 11 56
Science Practice 75 47 49 35 11 43 217

Avg.
Inquiry Activity 12 6 14 7 2 8 43
Science Practice 52 30 59 27 8 35 174

Sum
Inquiry Activity 50 30 55 27 6 35 173
Science Practice 206 118 220 109 25 136 678

천수를 살펴보면, A 교과서의 III 단원 ‘화학 평형’에 포함 

된 탐구 활동은 16개, 과학 실천은 70개로 다른 단원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이고 4종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았다. 
B 교과서의 V단원 ‘인류 복지와 화학’에 포함된 탐구 활 

동은 1개로 4종 교과서중 가장 적은 탐구 활동을 포함하 

고 있고, 과학 실천도 3개로 B 교과서의 평균과도 큰 차이 

를 보였다. C교과서의 I 단원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 포 

함된 탐구 활동은 15개, 과학 실천은 64개로 C 교과서의 

평균 보다 두 배 많을 뿐 아니라 4종 교과서의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는 C 교과서의 다른 단원들이 4종 교과서의 

평균보다 이하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두드러 

지는 결과이다.。교과서에는 III단원 ‘화학 평형’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단원에서 탐구 활동과 과학 실천이 4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교과서별 

단원별 포함된 탐구 활동 수와 과학 실천의 수에 편차가 

있으므로 탐구 중심 과학 교수-학습 계획을 하는 교사는 

특정 단원 또는 특정 교과서에서 제시된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 경험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연 

간 탐구 수업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포함된 각각의 과학 실천 수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학II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포함된 여러 가지 과학 실천 중에서 과학 실천 4 ‘자료 분 

석하고 해석하기'가 총 241 개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 

고, 과학 실천 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는 112개, 
과학 실천 6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는 111개, 
과학 실천 3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는 93개로 실험 수 

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활동이 많이 제시되어 있 

었다. 특히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는 A, B, C, D 교과 

서에서 모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 실천이었다.
반면 과학 실천 2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는 거의 포 

함되어 있지 않았고, 과학 실천 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 

기’는 모든 교과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어떤 현 

상에 대해 학습자가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 

여 동료와의 비판적인 토론을 통하여 모형을 구성, 사용, 

Table 3. Number of Each of 8 Science Practices in Chemistry II Textbook (Unit: Number (%))
f~^f^fSgience Practice* 1 2 3 4 5 6 7 8 SumTextbook

A 0 1 18 51 37 24 19 9 159
(0.0) (0.6) (11.3) (32.1) (23.3) (15.1) (11.9) (5.7) (100)

B 0 2 32 51 26 25 20 6 162
(0.0) (1.2) (19.8) (31.5) (16.0) (15.4) (12.3) (3.7) (100)

C 0 1 18 51 20 34 9 7 140
(0.0) (0.7) (12.9) (36.4) (14.3) (24.3) (6.4) (5.0) (100)

D 0 4 24 88 29 28 25 19 217
(0.0) (1.8) (11.1) (40.6) (13.4) (12.9) (11.5) (8.8) (100)

Sum 0 8 92 241 112 111 73 41 678

*1. Asking questions defining problems 2. Developing and using models 3.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4. Analyzing and inter
preting data 5.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6.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7. Engaging arguments 
from evidence 8.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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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보는 학습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원별 탐구 활동에 포함된 각각의 과학 실천 수

탐구 활동에 포함된 각각의 과학 실천 수를 단원별로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I단원 ‘다양한 물질 

의 모습’에 C,。교과서에는 과학 실천 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A 와 B 교과서에는 과학 실천 5 '수학 및 전 

산적 사고 이용하기'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II단원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에는 C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 과학 실천 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III단원 '화학 평형’, IV단원 '화학 

반응 속도’에는 4종 교과서에 모두 과학 실천 4 '자료 분 

석하고 해석하기’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V단 

원 '인류 복지와 화학’을 제외하고 교과서별로 대다수의 

단원에서 과학 실천 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는 활동이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과학 탐구가 단순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이 동반되는 활동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는 모든 단원에서 전 

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학습자가 관측된 자연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선행 개념과 연결하여 탐 

구 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이 없이 단순히 이론 확인 실험 

에 그치는 활동만이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 

하면 학생들이 탐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인식 

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모형 개발 

하고 사용하기’는 모든 단원에서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 

었는데,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관측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탐구 활동에 두 번째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 

실천은 단원별로 차이가 있었다.【단원 '다양한 모습의 물 

질’에는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기체의 확산 속도와 분자량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어 

는점 내림의 차이로부터 설탕과 포도당 구별하기’등에서 

수학적 사고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활동으로 과학 실천 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 
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II단원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에는 '반응열을 측정하여 헤스 법칙을 이해하기’, '에너지 

보존의 예 찾아보기’,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자 

발적 변화를 관찰하고 설명해보기’등과 같이 실험 결과 

의 분석 및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하는 활 

동으로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의 과학 실천

Table 4. Number of Each of 8 Science Practices per Unit

Unit Textbook . B C D TotalScience Practice* \
1 0 0 0 0 0
2 0 2 0 3 5
3 0 7 5 6 18

I. Various 4 6 6 23 25 60
Substances 5 15 15 12 17 59

6 1 3 22 10 36
7 2 7 1 5 15
8 0 3 1 9 13

subtotal 24 43 64 75 206
1 0 0 0 0 0
2 0 0 0 0 0

II. Changes 3 3 4 0 4 11
ofSub- 4 13 8 0 24 45
stances 5 7 4 3 4 18

and Energy 6 9 5 0 10 24
7 3 3 6 5 17
8 1 2 0 0 3

subtotal 36 26 9 47 118
1 0 0 0 0 0
2 0 0 0 0 0
3 13 13 10 8 44

III. Chemi- 4 24 25 17 21 87cal Equilib-
5 11 5 2 5 23rium
6 12 12 6 5 35
7 6 8 0 8 22
8 4 1 2 2 9

subtotal 70 64 37 49 220
1 0 0 0 0 0
2 1 0 1 1 3
3 2 7 3 6 18

IV. Chemi- 4 7 12 11 18 48
cal Kinetics 5 4 1 3 3 11

6 2 4 6 3 15
7 3 2 1 2 8
8 2 0 2 2 6

subtotal 21 26 27 35 109
1 0 0 0 0 0
2 0 0 0 0 0
3 0 1 0 0 1

V. Mankind 4 1 0 0 0 1
Welfare and
Chemistry 5 0 1 0 0 1

6 0 1 0 0 1
7 5 0 1 5 11
8 2 0 2 6 10

subtotal 8 3 3 11 25
Total 159 162 140 217 678

1. Asking questions defining problems 2. Developing and using 
models 3.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4.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5.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6.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7. 
Engaging arguments from evidence 8.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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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많이 포함되 어 있었다. m 단원 화학 평형’ 에는 온도, 압 

력, 농도에 따른 평형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 고안하기’, ‘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식초 속의 산의 농도를 알아내기’, 
‘다양한 화학 전지 만들어 효율을 비교하기’등과 같이 가 

설 검증에 필요한 실험 도구와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탐구 수행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 

과학 실천 3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IV단원 ‘화학 반응 속도’에도 ‘온도와 농도에 따 

른 반응 속도의 변화 관찰하기 ’, ‘촉매가 과산화수소의 분 

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효소의 기능에 

대한 열쇠와 자물쇠 모형 알아보기’등과 같이 학생이 반 

응 속도가 변화되는 요인에 관한 탐구 계획 및 수행을 하 

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과학 실천 3 ‘탐구 계획하고 수 

행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V단원 ‘인류 복지와 화 

학’에는，의약품 개발에서 전통 의학을 활용하는 예 찾아 

보기’,，녹색 화학의 예 찾아보기', "미래 사회에서 화학의 

역할' 등과 같이 과학 용어, 개념, 원리등이 포함된 시각적 

자료와 문헌을 읽고 실생활 속 과학과 관련된 이슈나 문 

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과학 

실천 8，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가 많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처럼 각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학습 내용에 

따라 두 번째로 많이 포함된 과학 실천은 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과학 실천의 세부 성취 목표 수

각각의 과학 실천에 대하여 제시된 9-12 학년군의 세부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각 교과서에 포함된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과학 실천 1，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는 모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과학 실천 2，모형 개발하고 사용 

하기’도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 실천 3，탐구 계 

획하고 수행하기 '는 총 92개 중에，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 

하여 계의 복잡한 모형에 대해서 변인들을 조정하고 자 

료를 수집하기 (3-6)’의 성취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총 81 
개로 가장 많았다. 즉,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는 활동 (3-6) 이 가장 많았고, 정교한 실 

험을 위한 실험 설계 개선 (3-2), 적절한 도구 선정 (3-4), 실 

험 설계 및 과정에 대해 평가나 반성하는 활동 (3-1) 이 없 

어 실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토 

론하는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 실천 4，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는 총 241 개 중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 주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구, 기술, 또는 모형 (예, 컴퓨터, 수학)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하기 (4-1)’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235개로 가장 많 

았다. 반면, 자료 분석에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

Table 5. Number of Components of Each of 8 Science Practices
Science

Practice
'f〜-j—-___Textbook

Components of Practice A B C D Sum

1-1 0 0 0 0 0
1-2 0 0 0 0 0
1-3 0 0 0 0 0

1 1-4 0 0 0 0 0
1-5 0 0 0 0 0
1-6 0 0 0 0 0
1-7 0 0 0 0 0
1-8 0 0 0 0 0

subtotal 0 0 0 0 0
2-1 0 0 0 0 0
2-2 0 0 0 0 0

2 2-3 0 0 0 0 0
2-4 1 1 1 2 5
2-5 0 0 0 0 0
2-6 0 1 0 2 3

subtotal 1 2 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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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king questions defining problems 2. Developing and using models 3.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4.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5.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6. Constructing explana
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7. Engaging arguments from evidence 8.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subtotal 9 6 7 19 41
Total 159 162 140 217 678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화학II 교과서에 포함된 탐구 활동 분석: 8가지 과학 실천을 중심으로 67

용하거나 (4-2), 데이터 분석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하 

는 활동 (4-3) 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 실천 5 ‘수학 

및 전산적 사고이용하기’는 총 112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주장을 지지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수학, 전산, 알고 

리즘 표상 사용하기 (5-2)’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 총 64 
개로 가장 많았다. 즉, 단순 계산이 요구되는 활동 (5-2) 이 

대부분이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현상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 (5-1) 이나 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표현, 알고리즘, 
또는 시뮬레이션을 시험해보는 활동 (5-4) 은 거의 제시되 

지 않았다. 과학 실천 6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 

기’는 총 111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독립 변인과 종 

속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양적, 질적 주장 만들기 (6-1)’의 

성취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 총 92개로 가장 많았다. 즉,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형성하는 활동 (6-1) 은 많았 

으나, 다양한 정보원과 이론이나 법칙을 바탕으로 설명을 

구성하고 수정 (6-2) 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이론, 원리 등을 사용하여 설명 (6-3)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 평가, 개선하는 

활동 (6-5) 은 거의 없었다.
과학 실천 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는 총 73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 ‘증거와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증 

(또는 반증)을 구성, 사용, 표현하기 (7-4)’의 성취 목표에 부합 

되는 것으로 ,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된 주장, 증거, 이유를 

비교, 평가 (7-2, 7-3) 하거나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설계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하거나 평가해보는 

활동 (7-5, 7-6) 은 없었다. 과학 실천 8 ‘정보를 얻고 평가하 

고 소통하기 ’는 총 41개가 포함되 어 있었는데 그 중 ‘과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 및 매체에 포함된 정 

보원을 비교, 통합, 평가하기 (8-2)’의 성취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 총 37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8-5), 정보의 유 

용성 및 증거를 평가하는 활동 (8-3) 은 거의 없었다.
교과서의 탐구 활동이 대부분의 과학 실천의 한 두 개의 

세부 성취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전혀 

제시되지 않은 해당 성취 목표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 실천의 여러 세부 목표 중 한 두 개의 성취 목 

표에 해당하는 활동만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과 

서의 탐구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 목표를 통 

해 성취될 수 있는 학생들의 과학 실천 경험과 이해라는 

목표 달성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미국연구회 (NRC) 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과 9-12 
학년의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화학II교과서 4종에 포함 

되어 있는 탐구 활동 수와 과학 실천 수는 각각 173개, 
678개 포함되어 있었다. 교과서별 단원별 포함되어 있는 

탐구 활동과 과학 실천의 수에 편차가 있었는데, A교과서에 

포함된 총 탐구 활동과 총 과학 실천은 4종 교과서 중에 

적은 편이지만, III단원 ‘화학 평형’에 포함된 탐구 활동은 

。교과서와 함께 가장 많았고 과학 실천은 4종 교과서 중 

가장 많았다. B 교과서에 포함된 총 탐구 활동과 총 과학 

실천은 4종 교과서 중 두 번째로 많았지만, V단원 '인류 

복지와 화학'에 포함된 탐구 활동은 4종 교과서 중 가장 

적었고, 과학 실천도 적은 편이었다. C 교과서에 포함된 

총 탐구 활동과 총 과학 실천은 4종 교과서 중 적은 편이 

었지만,【단원 '다양한 모습의 물질’어】 포함된 탐구 활동 

은。교과서와 함께 가장 많았고, 과학 실천은 4종 교과서 

중 두 번째로 많았다.。교과서에는 III단원 '화학 평형’에 

포함된 과학 실천이 4종의 교과서 중 세 번째인 것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단원에서 탐구 활동과 과학 실천이 가 

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과 

학 교수 학습 계획을 하는 교사는 특정 단원 또는 특정 교 

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만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 경험 

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탐구 수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탐구 활동에 포함된 각 과학 실천의 수를 분석한 결과 8 

가지 과학 실천 중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241개로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학 및 전 

산적 사고 이용하기’가 112개,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가 111개,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가 92개, '증거 

에 입각하여 논의하기’가 73개,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 

통하기’가 41개,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는 8개 포함되 

어 있었고,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는 모든 교과서에 전 

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실험을 통해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주 

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는 활동은 많지만, 
동료와의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기 

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관측된 현 

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 

시켜 모형으로 구성, 사용, 평가해보는 기회가 매우 제한 

적이어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탐구 활동이 단순 탐구 기 

능 중심의 과학 개념 재확인 실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큼 

을 시사한다. 과학 탐구는 탐구 문제로부터 시작되므로 

학생들이 직접 탐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2,4 또한 Kozma 
& Russell (1997)과 Gilbert (2005)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현상을 설명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있어 다중표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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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과학 

학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9-20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 

서의 탐구 활동에 '탐구 문제 제기하기 ’와 '모형 개발하고 사 

용하기’가 매우 미흡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하기' ‘ 
정보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포함되어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서 탐구 활동 개발시 

어 떤 요소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특히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8 
가지 탐구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 기준으로 삼은 8가지 과학 실천과 

같은 요소이다. 따라서 개정되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8가지 과학 실천 각각에 대하여 9-12 학년 학생들이 성 

취해야 할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 두 개의 

특정 세부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편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 

하고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 

적 소양 함양에 필수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나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하기’의 경우에 비판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이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었을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나 현재 교과서의 탐구 활동은 그 

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하여 향후 

교과서에 포함되는 탐구 활동 개발 시 이러한 측면이 반 

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국내 과학 교육에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러한 의도가 화학 교과서에 체 

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과학 교사가 

진정한 의미의 탐구 중심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들이 탐 

구를 통해 과학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과학 교사가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화학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을 그대로 

구현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학 실천을 경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 교사들이 다양한 과학 

실천이 포함된 탐구 중심 과학 수업을 계획 및 수행을 하 

는데 요구되는 교과교육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학 교사 교육 및 연수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른 과학 교과목이나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의 분포는 어떠한지, 과학 교사 

의 탐구와 과학 실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제 과학 탐구 

수업의 수준 또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간의 상호작 

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연구는 현장 교사의 탐구 중심 과학 수업에 관한 전 

문성 향상을 통한 학생의 진정한 과학 학습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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