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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후 전체적이
고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아닌 사회의 다원
화와 변화에 대응하고자 수시개정을 도입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과 2009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8년부터 적용되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생활 전반
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
는 역량을 개발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MOE, 2015). 이에 따라 과학과 교과의 목
표를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함양
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로 제시하고 있
다(MOE, 2015). 또한 과학교과 핵심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능력을 포함하
였다(MO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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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는 
탐구활동 및 융합교육(STEAM) 활동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과학의 지
식과 방법,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추리하
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보고 교과서에 적용하여 개발하였
다(MOE, 2018). 이와 같은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의 주요 특징은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 개설된 것이다.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에 따르
면 2009개정 교육과정이 교과의 구성이나 내용이 특
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Yoon, 2011), 다른 교과와
의 연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중복 부분이 많
으며(Lee, 2014), 또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
하며 교과 전공에 따른 분절적 교수 문제(Shin et 
al., 2012) 등으로 통합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
었다. 이에 2015 개정 ‘통합과학’은 학문의 융합을 강
조하며 기초 소양 학습을 위하여 공통 과목으로 신설
된 교과목이다.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하여 통합적 이
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하여 2015 통합과학에서는 ‘물질과 규칙성’, ‘시스
템과 상호 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연계된 내용 구성을 하였다. 즉.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계된 과학 개념의 학습
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과학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은 21세기 현
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필수
적인 이해와 태도로(AAAS, 1990, 1993), 과학적 소
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과학 지식의 적절한 이해와 
과학개념의 생성과정과 과학적 탐구의 특징, 그리고 
과학의 사회·문화적 관계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소양
을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
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MOE, 2015, p. 3)“ 능력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 탐구 능력, 과학과 핵심 개념 이해, 과학과 기
술 및 상호 관계의 이해와 과학의 유용성 등을 강조
하는 다섯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탐구방
법에 대한 이해 이상의 다양하고 과학의 철학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과학이 가지는 본질과 특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가치와 한계 등과 같은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
을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이하 NOS)이라 
할 수 있으며,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이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다수의 과학교육 지침서 
및 연구에서는 NOS를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핵심
적인 요소라고 간주하며(AAAS, 1990, 1993; 
McDonald, 2010; NRC, 1996, 2012; NSTA, 1982) 
지난 수십 년간 과학교육의 주요한 주제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NOS에 대한 강조와 관련 연구가 새삼
스럽지 않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편이 진행되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등에서 나타나는 NOS에 대한 
분석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에서 과학적 소양의 핵심 요소인 NOS의 어떤 측면
을, 그리고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 자료인 교과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교육과정의 영향력은 막
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판되는 교과서는 학교 수업
에서의 활용뿐 아니라 초중등학생들에게 활용되는 다
양한 교수학습 자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과학의 본성(NOS)은 본질적으로 과학 활동 이면
에 감춰진 특성, 과학의 인식론이라는 측면에서 수업
에서 명시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나 방식 이외, 교과
서 등과 같은 주요 학습 자료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
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암묵적·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교육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후 과학의 본성(NOS) 관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따른 교과서의 분석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던 교과서의 과학의 본성(NOS) 
분석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과학의 본성(NOS)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Choi (2005)는 7차 교육
과정의 초·중등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사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의 본성(NOS)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과학자 관련 내용, 과학지식
의 가변성, STS를 다루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말하
였다. Kim et al. (2006)은 같은 7차 교육과정의 중학
교 과학 교과서 총 9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불균
형을 지적하였다. 2007년 Choi는 10학년 과학 교과
서의 과학의 본성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들이 다양한 
과학의 본성(NOS) 측면을 고르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Lee (2010)는 5차 ~ 7차 교육과정 10학년 
과학교과서 지구과학 영역의 탐구 단원에 나타난 과
학의 본성(NOS) 분석 결과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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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본성(NOS) 표현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2011)은 한국, 일본, 미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을 비
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등 과학 교과서가 미국의 교
과서에 비하여 다양한 과학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음
을 말하였다. Lee (2013b)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
서의 생명과학 이해 단원을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
(NOS)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교과서의 
단순 표현 이면에 내재된 과학의 본성(NOS) 개념 분
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Lee (2014)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하여 우
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에 비하
여 과학의 본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
었다. 2015년에는 Jung, Ko, Hwang, & Jung이 중학
교 과학 교과서의 과학사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NOS)
을 분석하여, 과학사에는 과학자 요소가 가장 많았으
며, STS적인 요소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에서의 
과학의 본성(NOS) 연구로는 Kim, Lee, & Min 
(2016)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과학 단원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
양 기반의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Lee, 2013a)을 
개념 틀로 분석하였는데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출판
사, 단원 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과학의 지식적 측
면이 강조되고, STS적 과학의 본성 제시가 미흡하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Jung (2016)은 고등학교 생
명과학 II 교과서의 과학의 본성(NOS)을 역시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으로 분석하여, 고등학교 생
명과학 II 교과서에서도 출판사에 상관없이 ‘지식으로
서의 과학의 본성’을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Park & Woo는 
역시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개념 틀(Lee, 
2013a)을 이용하여 2009 개정 중학교 1학년 과학 교
과서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분석 대상 4종 교과서 
모두 ‘과학지식의 본성’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STS적 
과학의 본성’이 가장 적게 제시되었음을 말하였다. 마
찬가지로 2009 개정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분석
을 한 연구에서도 역시 ‘과학 지식의 본성’이 가장 강
조되고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 가장 적게 강조되었다
고 하였다(Lee & Woo, 2017). 최근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 분석으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II 교과서
의 탐구활동 유형 분석 연구(Jeong & Chang, 2019)
가 진행되었으나 과학의 본성(NOS)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교과서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NOS) 분석 연구는 지
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과학의 본성

(NOS)이라는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을 교과서라는 교
육과정의 학습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학의 본성(NOS)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는 것은 분석의 
타당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과학의 본
성(NOS)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일치되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Lee, 2013a), 
K-12 과정에서의 포함되어야 할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내용적 수준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내재된 과학의 본성(NOS)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한 개
념 틀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과학적 소양에 기반한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
(NOS) 개념 틀(Chiappetta, Fillman, & Sethna, 
1991; Lee, 2013a)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개념
적 틀은 1) 과학 지식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2) 과학 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ic inquiry), 3) 과학적 사고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작용의 본성(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society: STS)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 연구의 연장
선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교과서 중 교
육과정의 주요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는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를 분석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의 본성(NOS) 측
면의 특징을 관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는 과학적 소양 기반의 4가지 측면
의 과학의 본성(NOS) 중 어떤 측면의 과학의 본성
(NOS)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은 지난 교육과정의 과학의 
본성(NOS) 분석 결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과학의 본성(NOS)의 철학적 논의에 관여하기 보다는 
K-12 수준에서 필요한 과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이다. 또한 과학
의 본성(NOS)이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개
념과 영역이 확장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측면(Celik 
& Bayrakceken, 2006; Lee, 2018; Seo, Lee, & 
Jho, 2017)에서 개정 교과서들에서 나타나는 분석 결
과는 좋고 나쁨의 평가 차원이 아닌,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여 강조되는 과학의 본성(NOS)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
서 전반에 나타나는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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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
서의 출판사별/단원별 나타나는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통합과학 교과서 5종을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의 목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 도구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
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을 분석하고자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을 분석의 개념적 틀로 활용
하였다.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개념 틀은 
Table 2와 같다. 

이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분석 틀은 
Chiappetta et al. (1991)이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에 근거하여 발표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개념 틀로 활용되었으며
(Chaippetta & Fillman, 2007; Chaippetta et al., 
2006; Lee, 2007; Jung, 2016), 지난 2013년 최근 
문헌연구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었다(Lee, 2013a).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 틀로 활용되어 그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Kim et al., 2016; 
Lee at al., 2014; Lee & Woo, 2017; Park & Woo, 
2017). 교과서 분석에서 타당도 높은 분석 틀의 선택
은 내용 분석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
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된 개념 틀의 활용은 연구 
수행의 핵심적인 측면이라 말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문서 등의 자료 분석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내용 분석은 주로 
문서, 도식 등의 형식을 갖는 연구 대상을 특정한 분석 기
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서 내용을 카테
고리화하여 구조화하는 연구 방법(Barelson, 1952; Lee, 
Son, & Kim, 2014))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틀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내용(텍스트, 
그림, 표 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4가지 과학의 본성
(NOS) 영역의 분포 비율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단계별 분
석 절차이다.

1) 과학의 본성 관련 연수 및 분석 훈련

본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문
서 자료, 여기서는 통합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
여 분석 기준인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으로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문서에 내포된 
행간의 의미를 읽는 심도 있는 질적 연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Kriffendorf, 2004). 따라서 신뢰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분석 주제에 대한 깊은 이
해와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
는 다수의 교과서 분석 및 과학의 본성(NOS) 연구 수
행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 전
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인이 참여하였다. 이에 본 교
과서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하여 분석자로 참여하는 석
사과정 대학원생은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용 분석 방법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연수를 
수행하였다.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연수는 다양한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과학의 본성(NOS)의 개념과 특히 4가지 영역의 과학
의 본성(NOS)에서 각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
하여 전문가의 강의 및 분석자간의 토론 과정으로 진
행하였다. 

교과서 기호 출판사 대표저자 발행연도

A 금성출판사 정대홍 2018

B 동아출판사 송진웅 2018

C 미래엔 김성진 2018

D 비상교육 심규철 2018

E 천재교육 신영준 2018

Table 1. Textbooks Analyz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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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 분석 방법의 훈련을 위하여 과학의 본성
(NOS) 선행 연구(Lee, 2007)에서 개발된 훈련 지침서
(Protocol)를 통하여 교과서 분석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2명의 분석자들(coders)
은 통합과학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4가지 영역의 과
학의 본성(NOS) 분석 틀을 기준으로 내용 분류
(coding)하는 작업을 통하여 분석 훈련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분석자들은 분석 방법뿐 아니라, 분석 
기준인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영역
별 이해를 심화하였다. 

2) 분석 단위 결정 및 표본 추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단위를 한 문단(paragraph) 
단위로 정하였다. 분석 페이지에 나타난 완전한 문단, 그림, 
그리고 표 등을 모두 한 분석단위로 하였으며, 앞뒤가 끊어
진 문단이나 내용 설명이 없는 그림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후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각 단원의 20 %를 
https://www. random.org/integers/를 이용하여 무
작위 표본 추출 하였다. 이때 단원 표지, 문제만 있는 페이
지 등은 제외하였다. 내용 분석의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정확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
Ⅰ. 과학지식의 본성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a. 사실, 개념, 법칙 그리고 원리
b. 가설, 이론 또는 모형
c. 정보의 기억을 요하는 질문
d. 과학적 지식의 임시성과 지속성
e. 서로 다른 종류의 과학적 지식(법칙과 이론은 다르다.)

Ⅱ. 과학 탐구의 본성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a. 자료의 활용을 통해 학습
b. 그림과 표의 활용을 통해 학습
c. 계산 활동
d. 답을 추론
e. “사고실험”에 참여
f.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 
g. 과학적인 관찰과 추론의 이용
h. 자료의 분석과 해석

Ⅲ. 과학적 사고의 본성
(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a. 과학자가 발견하는 방법 또는 실험 방법을 서술
b. 아이디어의 역사적 발달
c. 과학의 경험적 바탕
d. 가정의 사용
e. 귀납적 또는 연역적 추론
f. 인과관계
g. 증거와 증명
h. 과학적 방법 및 문제 해결 단계 제시
i. 회의적 태도와 비판적 자세
j. 상상력과 창의력
k. 과학자의 인간적 특성(주관 및 편견)
l.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탐구 방법

Ⅳ.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작용의 본성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 과학 또는 기술의 유용성
b. 과학 또는 기술의 부정적 영향
c.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d. 과학 또는 기술 관련 직업
e. 다양성의 공헌
f. 과학의 사회, 문화적 영향
g. 과학연구의 공개와 동료 협력
h. 과학의 한계성(사회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
i. 과학의 윤리

Table 2.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Analysis: Four Themes of the Nature of Science 
Revised by Lee (2013a) (Kim, Lee, & M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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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료 분석의 표본수가 
100-2000개 사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보았을 때
(Kriffendorf, 2004; Neuendorf, 2002), 분석 대상 교
과서에서 각 단원의 20 % 분량의 표본 추출은 적절한 수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교과서 분석 및 신뢰도 측정 

분석 단위의 결정 및 표본 추출 후에는 2명의 분석자들
이 추출된 교과서 표본 페이지들의 각 사본을 갖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4개의 과학의 본성(NOS) 
영역 중에서 각 분석 단위의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
는 영역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교과서 본문에서 ”중력은 일상에서 항상 경험하는 힘이다. 
우리는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와 일상생활
에서 중력을 느끼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교과서 C, 
III. 역학적 시스템 단원, p. 88).“ 의 문단이 있을 때 이 
분석 단위(문단)은 과학의 개념 및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므
로 과학의 본성(NOS) 4가지 영역 중 1) 과학 지식의 본성
(범주 Ⅰ)로 분석된다. 또는 통합과학 교과서 본문에 수록
된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실험 활동을 지시하거나, 자
료(표 또는 그림 등)를 활용하여 학습을 유도하는 탐구 활
동 문단(단위)은 2)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의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적 탐구 방법이나 인과 관계 등 논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문단의 경우는 3)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으로 분석하
였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은 컨텐이너 1개를 
기본 단위로 하여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결함해서 만든 집
이다.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기본 단위는 무엇일
까? 또한 기본 단위가 어떤 규칙으로 결합하여 광물이 만
들어질까?(교과서 A, 2. 자연의 구성 물질, p. 62).“라는 
문단은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광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컨테이너 주택의 예를 비유하여 과학의 관찰과 추론을 통한 
사고를 촉진하는 문단이라고 판단하여 3) 과학적 사고의 본
성(범주 Ⅲ)으로 분류하였다.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
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 영역은 과학이 기
술 및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문단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산업용, 운송용, 난방용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에너지 자
원 이용량의 약 85 %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고 사용
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교과서 C, VIII. 생태계와 환경, 
p. 306).“과 같은 교과서 본문이 이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각 분석자는 모든 교과서의 표본 자료를 개별적
으로 분석한 후 분석자간 명확한 분석의 일치를 이루
는 단위의 경우가 아닌, 불일치를 이루는 단위는 일일
이 검토하여 가능한 최대한 분석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측정을 
일부 표본을 갖고 진행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교과서 
표본 전체를 2명의 분석자가 분석 수행한 후 두 분석
자간의 일치도 백분률을 계산하여 Cohen’s kappa 
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다음 Table 3은 본 분
석의 신뢰도 값으로 분석 대상 5개 교과서의 
Cohen’s kappa 계수 0.83 ~ 0.96으로 높은 신뢰도 
값을 보이며, 본 분석이 신뢰할만한 분석이었음을 말
해주었다. 

Ⅲ. 연구 결과

1. 통합과학 교과서 전반에 나타난 과학의 본
성(NOS) 분포 결과

2015 개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검정교과서 5종의 무작위 
표본 추출한 각 20 %의 교과서의 총 단위 수는 1,403개 
이었으며, 이를 4개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개념 영역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전체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의 4가지 범주 분포는 2) 과
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616개 단위, 42.9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1)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이 305개의 단위로 21.7 %, 3)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
주 Ⅲ) 267개의 단위, 19.0 % 그리고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이 215개
의 단위 15.3 %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교과서 신뢰도(%) Cohen’s kappa
A 97.1 0.96
B 93.0 0.91
C 96.9 0.96
D 88.7 0.85
E 87.6 0.83

Table 3. Inter-coder Reliability for the analysis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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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 전반에 나타
난 이 결과는 시사점이 있다, 우선 2015 개정 통합과
학 5개 교과서 전반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은 4
개 영역 별 분포에 차이는 있었지만 4개 영역이 최소 
15 % 이상의 비율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의 본성(NOS)이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과학의 특성을 포함하는 과학에 대
한 인식론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개의 영역이 모두 중요한 과학의 본성(NOS) 측
면이라고 해도 각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이 균등한 
비율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4개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의 차이는 이해할만한 수준이
다. 오히려 분석 결과의 2015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
가 전반적으로 ‘과학 탐구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생들의 탐
구 능력 함양 및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고자 하
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
학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수행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
시되었던 ‘지식체계로서의 과학’이 주로 강조되었던 
모습(Jung, 2016; Kim et al., 2016; Lee, 2014; Lee 
et al., 2014; Lee & Woo, 2017; Park & Woo, 
2017)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중에서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대부분 10 % 
미만으로 가장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STS적인 과학의 
본성(Jung et al., 2015; Jung, 2016; Kim et al., 
2016; Lee, 2014; Lee et al., 2014; Lee & Woo, 
2017; Park & Woo, 2017)이 이번 2015 개정 통합
과학에서는 약 15 %이상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도 고무적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
정 통합과학에서는 다양한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과학의 본성의 4가지 범주*
합계

Ⅰ Ⅱ Ⅲ Ⅳ
단위 수 305 616 267 215 1403

백분율(%) 21.7 43.9 19.0 15.3 100.0

Table 4.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in the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 과학의 본성(NOS)의 4가지 범주: Ⅰ: 과학 지식의 본성, Ⅱ: 과학 탐구의 본성, Ⅲ: 과학적 사고의 본성, 
Ⅳ: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Figure 1.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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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사별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 분포 결과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
타난 과학의 본성(NOS) 4가지 범주에 대한 출판사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으로 5개 출판사
별로 비교적 유사한 양상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가 
나타났지만, 한편 각 출판사별로 분포 양상의 다소 차
이도 나타났다. 유사한 양상으로는 모든 출판사에서 
NOS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을 가장 강조하였지
만, 나머지 3개 NOS 영역의 분포 비율은 교과서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97개의 단위, 57.3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
이 59개의 단위로 17.2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이 53개의 단위 15.4 %, ‘과학-기술-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이 35개의 단위 
10.2 %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B출판사의 경우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12개의 단위, 43.3 %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이 82개의 단위 31.8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이 36개의 단위 14.0 %, ‘과학-기술-사
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이 28
개의 단위 10.9 %로 가장 낮았다. C출판사의 경우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19개의 단위, 40.5 %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는 ‘과학적 사고
의 본성(범주 Ⅲ)’이 67개, 22.8 %이었으며, ‘과학 지

식의 본성(범주 Ⅰ)’ 63개의 단위 21.4 %, 그리고 ‘과
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 45개의 단위 15.3 %로써 4가지 과학의 본성
(NOS) 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C출판사
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포인 ‘과학 탐구의 본성’ 다
음으로 ‘과학적 사고의 본성(22.8 %)’과 ‘과학지식의 
본성(21.4 %)’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D출판사
의 경우는 다른 4개 출판사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보였다. 역시 가장 많은 분
포는 ‘과학 탐구의 본성’영역이었지만, 다음으로 강조
된 영역이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
성(STS)(범주 Ⅳ)’로 72개 단위 25.5 %였으며, ‘과학
적 사고의 본성(범주 III)’이 62개 단위 22.0 %,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내는 영역이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I)’로써 41개 단위 14.5 %였다. D출판사의 경우는 4개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가 가장 고르게 나타났
으며, 다른 출판사들에서 비교적 강조되는 ‘과학지식
의 본성(범주 I)’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흥미로운 
양상이었다. 마지막 E출판사의 경우도 역시 가장 강조
되는 영역은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이었으며, ‘과
학지식의 본성(범주 I)’이 60개 단위 26.7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III)’ 49개 단위로 21.8 %로 비슷하
게 분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Ⅳ)’가 35개 단위 
15.6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각 출판사별로 본 과학의 본성(NOS) 분포 
양상은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를 강조하는 교과서 
전반의 분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출

출판사
과학의 본성의 4가지 범주* 전체

% (빈도수)Ⅰ Ⅱ Ⅲ Ⅳ

A 17.2 ( 59) 57.3 (197) 15.4 ( 53) 10.2 ( 35) 100.0 ( 344)

B 31.8 ( 82) 43.4 (112) 14.0 ( 36) 10.9 ( 28) 100.0 ( 258)

C 21.4 ( 63) 40.5 (119) 22.8 ( 67) 15.3 ( 45) 100.0 ( 294)

D 14.5 ( 41) 37.9 (107) 22.0 ( 62) 25.5 ( 72) 100.0 ( 282)

E 26.7 ( 60) 36.0 ( 81) 21.8 ( 49) 15.6 ( 35) 100.0 ( 255)

전체 분포 21.7 (305) 43.9 (616) 19.0 (267) 15.3 (215) 100.0 (1403)

Table 5.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in the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by publishing companies

* 과학의 본성(NOS)의 4가지 범주: Ⅰ: 과학 지식의 본성, Ⅱ: 과학 탐구의 본성, Ⅲ: 과학적 사고의 본성, 
Ⅳ: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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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별로 다음으로 강조하는 과학의 본성(NOS) 영역
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5개 출판사들 중 2
개 출판사(A, E)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 다음으
로 ‘과학지식의 본성(범주 I)’를 ‘과학적 사고의 본성
(범주 III)’ 보다 약간 강조하였지만 거의 비슷하게 제
시하였고, B출판사의 경우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 다음으로 ‘과학지식의 본성(범주 I)’을 ‘과학적 사
고의 본성(범주III)’보다 2배 이상 강조하였다. 반면에 
D 출판사의 경우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 다음
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
(STS)(범주 Ⅳ)’을 강조하였으며 ‘과학지식의 본성(범
주 I)’를 가장 적게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
럼 출판사별로 본 통합과학의 과학의 본성(NOS)은 비
슷하면서도 출판사별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그 특징
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출판사별 분석 결과를 보
았을 때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성취기준 준거
에 따라 과학적 탐구 영역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하였
지만, 그 외 다른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은 교과서 
저자들에 따라 다르게 표현 및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들에
서 주로 나타났던 과학의 지식적인 측면의 강조를 벗
어나서, 통합과학이라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과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자들
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단원별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 
분포 결과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 4가지 범주에 대한 단원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통합과학 4개 단원별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NOS) 분포는 통합과학 전체의 전반적 분포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만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NOS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과학지식의 본성(범주 I)’,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
주 III)’, 그리고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IV)’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만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 영역 다음
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IV)’이 나타나면서 이 단원에서 특별히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단원별 구체적인 과학의 본성(NOS) 분석 결과를 보
면 1. 물질의 규칙성 단원에서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56개의 단위, 48.6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이 76개의 단위로 
23.2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이 60개의 단위 
18.3 %,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

Figure 2.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by publish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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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범주 Ⅳ)’이 32개의 단위 9.8 %로 가장 낮은 분포
를 보였다. 단원 2.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70개의 단위, 44.0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이 88개의 
단위 22.8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이 79개의 단
위 20.5 %,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
(STS) (범주 Ⅳ)’이 49개의 단위 12.7 %로 가장 낮았다. 
3. 변화와 다양성 단원의 경우는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Ⅱ)’이 138개의 단위, 44.2 %의 백분율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 Ⅰ)’이 72개의 단위 
23.1 %,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Ⅲ)’이 54개의 단위 

17.3 %,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
(STS)(범주 Ⅳ)’이 48개의 단위 15.4 %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의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의 경우는 다른 3개 단원
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보였
다. 역시 가장 많은 분포는 ‘과학 탐구의 본성’영역으로 
149개 단위 39.4 %였지만, 다음으로 강조된 영역은 ‘과학
-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Ⅳ)’
로 86개 단위 22.8 %였으며, ‘과학 지식의 본성(범주I)’가 
69개 단윈 18.3 %와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III)’이 74
개 단위 19.6 %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했다. 

따라서 통합과학 각 단원별로 본 과학의 본성(NOS) 분

단원
과학의 본성의 4가지 범주* 전체

% (빈도수)Ⅰ Ⅱ Ⅲ Ⅳ

1. 물질의 규칙성 23.2 ( 76) 48.6 (156) 18.3 ( 60)  9.8 ( 32) 100.0 ( 327)

2. 시스템과 상호작용 22.8 ( 88) 44.0 (170) 20.5 ( 79) 12.7 ( 49) 100.0 ( 386)

3. 변화와 다양성 23.1 ( 72) 44.2 (138) 17.3 ( 54) 15.4 ( 48) 100.0 ( 312)

4. 환경과 에너지 18.3 ( 69) 39.4 (149) 19.6 ( 74) 22.8 ( 86) 100.0 ( 378)

전체 분포 21.7 (305) 43.9 (616) 19.0 (267) 15.3 (215) 100.0 (1403)

Table 6.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in the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by the topics 

* 과학의 본성(NOS)의 4가지 범주: Ⅰ: 과학 지식의 본성, Ⅱ: 과학 탐구의 본성, Ⅲ: 과학적 사고의 본성, 
Ⅳ: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Figure 3. The percentage of the presentation for the four themes 
of the NOS by the topics of th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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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양상은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를 강조하는 교과서 
전반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4. 환경과 에
너지 단원 이외에는 단원 주제에 따라 특별히 다르게 과학
의 본성(NOS) 측면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2015 개
정 통합과학 교과서가 대부분의 단원에서 자료를 통하여 학
습하거나, 계산 및 추론 활동, 정보 수집, 과학적 관찰과 
추론, 자료의 분석 등의 탐구활동 수행을 통하여 단원의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과학교육의 목표인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통한 과
학적 소양 함양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한
다. 한편 과학적 탐구가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이
와 같이 통합과학 교과서 전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을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과학 탐구의 본성을 
어떤 활동이나 방법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탐구의 본질이 과학의 본성
(NOS)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탐구의 과정 요소에만 
치중하는 활동의 탐구만이 아닌 탐구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찰과 추론을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문제해결의 과정과 방
법이라는 ‘진정한 탐구’의 경험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
조되는 탐구가 주로 탐구 과정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Lee, 2013b), 또한 다양한 탐구 실행 요소에서는 특정 
탐구 요소에만 집중하는(Park & Lee, 2016) 모습의 결과
를 보았을 때, 본 분석의 통합과학 교과서 전반에서 강조되
는 ‘과학 탐구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탐구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
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Ⅳ)’영역이 약 23 %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일상생활과의 연관
성이나 영향 등 단원 주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교과서의 단원에 따른 과학의 본성
(NOS) 분포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원의 주요 주제, 내용 그리고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나 예시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의 단원별 주제는 1 단원, 물
질의 규칙성,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3단원, 변화와 다
양성, 그리고 4단원, 환경과 에너지이다. 이에 실생활의 문
제로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의 목표에 기반하여 각 단원별 주제를 탐구적으로 제시하면
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한 수
준의 과학적 지식의 제시는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평형, 지구 온난화 및 환경, 다
양한 에너지 형태를 다루는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환경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이슈를 다룸

으로써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Ⅳ)’영역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Table 
6는 통합과학 교과서의 단원별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NOS) 4가지 범주 분포 내용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
서 5종을 대상으로 과학적 소양 중심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 개념을 기반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
하여, 통합과학 교과서 전반, 출판사별 및 단원별로 
나타나는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과학의 본성(NOS) 4가지 측면 중에서 ‘과
학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영역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과학 5개 출판사 
교과서를 분석했을 때 교과서 전체 영역에서 ‘과학탐
구의 본성(범주 II)’이 약 44 %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는 ‘과학지식의 본성(범주I)’과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
주III)’이 각 21.7 %, 19.0 %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과
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범주
IV)’가 약 15 %를 차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통합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과
학적 탐구 측면을 강조하면서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창의적 소양을 배양하고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역량중심 교육과정
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과학을 지식적 측면과 개념 습득에만 집중했던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들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전반에서 과학의 지식적인 측
면을 강조했던 결과(Jung, 2016; Kim et al., 2016; 
Lee, 2014: Lee et al., 2014; Lee & Woo, 2017; 
Park & Woo, 2017)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에서도 전반
적으로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범주IV)’은 가장 적은 분포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은 지난 교육과정에서와 유사한 부분이다(Jung et 
al., 2015; Jung, 2016; Kim et al., 2016; Lee, 
2014; Lee et al., 2014; Lee & Woo, 2017; Park 
& Woo,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5 개정 
통합과학에서는 이 범주의 평균 분포가 약 15 %로 교
과서 내용에서 다양한 과학의 본성(NOS)을 비교적 균
형 있게 반영하려는 긍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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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강조
되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으로 출판사에 상관없이 
‘과학탐구의 본성(범주 II)’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
는 것은 같지만, 그 외 다른 측면의 과학의 본성
(NOS) 부분은 출판사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
다. 이것은 분석 대상 5개 출판사에서 모두 ‘과학 탐
구의 본성(범주 II)’를 가장 큰 비중으로 강조하면서, 
그 외 강조하는 과학의 본성(NOS) 영역이 출판사별로 
다르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강조
하는 과학의 본성(NOS) 영역을 보면 5개 출판사들 중 
2개 출판사는 ‘과학지식의 본성(범주 I)’를, 1개 출판
사는 ‘과학적 사고의 본성(범주 III)’, 다른 1개 출판사는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 
(범주 Ⅳ)’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과학 교과
서에서 ‘과학 탐구’를 강조하면서도 출판사별 차별화
된 방식과 접근으로 통합과학을 전개하고 있다고 유
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정의 자율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자치를 말하
고 있다(Lee, Lee, Kim, Baek, Yoon, Hong, & Im, 
2018). 근대화 시대의 획일화, 표준화 교육으로 더 이
상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응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개인의 차이와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개별화 교
육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서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교수학습 자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교과서의 검정 발행과 추후 인정 교과서 및 
교과서 자유 발행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다양
하고 차별화된 내용과 활동, 그리고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현재 교과서 검정 심의 등을 위한 
기준과 지나치게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제시는 교과서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의 차별화 및 특
성화를 유도할 수 없다. 교수학습 자료의 질 관리 측
면에서 기준과 심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
치게 세분화된 성취 기준과 내용 및 활동 제시는 
교과서 검정 발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통합과학 교과서
들이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한 활동 및 내
용을 제시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과학의 
본성(NOS)을 강조하면서 검정교과서 발행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구현하는 모습이
라고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중요
한 부분은 다양한 과학의 본성(NOS) 영역이 영역 별 
차이를 보이지만 한두 가지 영역에 집중된 모습이 아
닌, 4가지 영역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과학의 본성

(NOS)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강

조하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은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을 제외하고 모든 단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학의 본성(NOS) 단원별 분석 결과가 대
부분의 단원에서 전체 교과서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
상이었으나,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만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 영역 다음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IV)’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주
제에 상관없이 모든 단원에서 과학적 탐구가 강조되
면서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단원의 주
제로 인하여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상생활 및 환
경 관련 내용과 활동 등이 제시되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5 개정 통합과학이 대부분의 단원 전반에 걸쳐 과
학의 탐구적 접근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 함양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과학 교육과정에서 탐구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학적 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관점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가 
진정한(authentic) 과학적 탐구의 다각적인 측면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탐구는 과
학교육에서 오래전부터 중요시되면서 그 개념을 의미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났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
편 탐구를 일정한 규칙성이나 순서가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오해가 생겼다고 하였다(NRC, 2012). 이런 
관점에서 통학과학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탐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탐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
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학 
탐구 활동이 주로 탐구 기능 요소에 치중하거나(Lee, 
2013b), 탐구 활동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었
다(Park & Lee, 2016)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교육과
정 전반에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는 2015 개정 
통합과학에서의 탐구의 수준, 내용, 활동의 유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 5종을 과학적 소양 기반 4가지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기준으로 각 영역별 분포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전반에 걸쳐 강조
된 과학의 본성(NOS) 측면이나, 출판사 및 단원에 따
른 분포 정도를 분석하였지만 4개의 과학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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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각 영역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 주요 측면의 양상만 관찰한 한계가 
있으며 각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의 구체적인 하위 
요소 및 제시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통합과학 교과서 전
반에 강조된 과학적 탐구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보는 부분은 매우 필요한 후속 연구라고 판단된다. 한
편 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 결과가 지
난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양한 과학의 본성(NOS) 영역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
정을 현장에 적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
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 적용한 결과로서의 학
생들의 탐구 역량, 과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포함한 과학적 소양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교육과정
의 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강조된 과학의 본성
(NOS)에 대한 관찰을 위하여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
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다른 학년별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5
종을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 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에 비하여 비교
적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과학의 본성(NOS) 영역을 제
시하고 있다고 관찰되었다. 통합과학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육의 방향을 반영한 모든 학
생들이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시사점이 크지만, 중학교 및 과학교과 세부 영역에서
의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
다. 특히,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전 학년 교과서
가 출판된 현 시점에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들의 학년
별 과학의 본성(NOS) 분포 및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현황과 양상을 관찰하는 양적 
연구 방식의 교과서 분석뿐 아니라, 내용 분석 및 과
학의 본성(NOS)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과서의 전개 
방식과 내포된 의미를 읽어내는 질적 분석 방식의 병
행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출판이 학교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주요 교수
학습 자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서 교과서 분석 연구
는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함의는 시사점이 크
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사회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
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
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통합과학 교과서 5종 모두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개념적 틀로는 과학적 소양 기반 4가지 영
역의 과학의 본성(NOS)(Lee, 2013)을 활용하였다.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은 1. 과학지식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2. 과학적 
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3. 과
학적 사고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그리고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의 본성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이다. 분석은 2명의 분
석자가 수행하였으며, 두 분석자간의 신뢰도는 
Cohen’s kappa 계수 0.83 ~ 0.96으로 비교적 높
은 신뢰도 값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
서는 과학의 본성(NOS) 4가지 측면 중에서 ‘과학탐
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영역을 
전반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과
학 교과서 5개 출판사 전체 영역에서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의 분포가 평균 약 44 %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
정 통합과학 교과서는 출판사에 상관없이 ‘과학탐
구의 본성(범주 II)’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부분은 출판사별
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과학 
교과서들은 과학적 내용과 활동을 탐구하는 방법으
로서 주로 제시하면서 출판사별로 다소 다르게 과
학의 본성(NOS)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
에서 강조하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은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을 제외하고 모든 단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과학의 본성(NOS) 단원별 분석 
결과가 대부분의 단원에서 전체 교과서 분석 결과
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며,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
서만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 영역 다음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
(STS)(범주 IV)’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과학 교과서가 지난 교육과정에 비하여 비교적 다
양하고 균형 있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을 제시하
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 탐구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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