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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과학글쓰기가 도입된 이후, 과

학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

용되는 교수 학습 자료인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양적ㆍ

질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교과서 36

권의 화학영역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추출하고, 사용 빈도를 조사

하여 양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

의 질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

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

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총 사용 수, 한 권당 사용 빈도와 10쪽 당 평균 사용 빈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교육과정에서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는 단

원별, 출판사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과학글쓰기 문항은 과학교과서의 단

원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지적 과정에 따라 과학글쓰기 문항을 분류한 결과,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억하기

에 해당하는 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글의 유형에 따라 과학글쓰기 문항

을 분류한 결과,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는

낮았다.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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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과서에서 글로벌 이슈 내용을 포함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

도가 증가하고, 사용된 소재도 다양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교과

서에서 공통적으로 환경 보전과 관련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7 개정 과학교과서와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과

학글쓰기 문항의 양적ㆍ질적인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과서

개편 시, 어떤 특성을 지닌 과학글쓰기 문항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과학글쓰기, 중학교 과학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

정 교육과정

학 번: 2013-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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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 교육에서 수업의 목표가 지식전달과 습득에서 창의력, 비판적 사

고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화하

면서 획일적인 답을 추구하는 선택형 평가의 대안으로 글쓰기 학습이 주

목받고 있다(구슬기, 백일우, 2012). 과학 교육에서 글쓰기는 높은 수준의

사고행위를 필요로 하므로(이재승, 2000), 과학 학습을 정교화 하는데 도

움을 주고, 과학적 소양 및 사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으

로 조명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글쓰기는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두 교육과정에 과학글쓰기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과학글쓰기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능력을 개발시키고자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여러 과학 교육 연구 결과들은 수업 현장에서 과학글쓰기가 과학

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학 교육과정 내에 과학글쓰기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Hudson(1998)은 과학적 사고의 표현 도구로

써 글쓰기를 활용하면 사고가 분명해지고 정교해진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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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1999)와 Prain(2006)은 사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일련

의 활동은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손정

우(2006)는 과학글쓰기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과학 탐구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규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글쓰기를 실제로 정규 과학 시간에 활

용한 결과, 사전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과학글쓰기를 도입한 수업이 중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박혜진, 강순희,

2013), 비판력, 분석력, 종합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희숙 등, 2009). 특히, 문제 해결 과정이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글쓰기 활동은 문항에

적합한 표현능력을 개발시키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정혁 등, 2004; Klein, 2000). 또한, 과학글쓰기는 글쓰기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의

사소통과 비교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도구이다

(Klein, 1999). 이처럼 과학글쓰기는 사고력 개발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긴 복잡한 사회 문

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과학 교육

과정의 목표 중 하나인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학습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다(차현정 등, 2011; 문공주 등, 2012).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과목을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과학적 소양에는 과

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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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조희형, 최경희, 2011).

전통적으로 과학 교육에서 강조해오던 과학글쓰기는 과학 학습을 통해

이해하거나 탐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글로 쓰는 글쓰기 학습(learning

to write)이었으나, 현재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철학의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심리학, 사회문화적 이론에 배경을 두고 있는 학습을 위한 글쓰기

(writing to learn)를 강조하고 있다(Rivard, 1994; Wallace & Hand,

2007). 학습을 위한 글쓰기에서는 기존에 평가 도구로 이용되던 과학글쓰

기가 학습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이해

하고, 비판적 사고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어선숙, 조희형, 2012).

한편, 현장에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 내용을 쉽게 가르치도록

체계화시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제작된 교수

학습 자료가 교과서이다(김성은 등, 2008). 교사들에게 과학교과서는 과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Wellington & Osborne, 2001), 학

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제시된 학습 내용을 배우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Butt & Lambert, 1996). 뿐 만 아니라,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내용 구조화 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구슬

기, 박일우, 2012).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과학 수업에서 교과서를 주교재

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문지영 등, 2012), 과학교과서에 어떤

과학글쓰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과학글쓰기 수업에 큰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교과서 내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천재훈(2006)은 과학교과서, 국어교과서, 과학관련 저작물에 사

용된 과학글쓰기 유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

는 과학글쓰기 활동을 개발하였다. 구슬기와 박일우(2012)는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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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등과학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글쓰

기 과제 제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은(2013)은 2009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교과서 5종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과학

적 사고력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과학교과

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특성과 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ㆍ분

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과학글쓰기 문항의 특성을 교육과

정에 따라 비교한다면, 과학글쓰기가 사용되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방법에 대

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

교 과학교과서의 화학영역에서 과학글쓰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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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

교 과학교과서의 화학영역에서 과학글쓰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권의 2007 개정 과학교과서와 18권의

2009 개정 과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

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과학교과

서의 화학영역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추출하여, 단원 및 출

판사별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다.

2) 추출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 및 글의 유형에 따라 분류

하고,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을 분석하여,

2007 개정 과학교과서와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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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ㆍ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 또는 인정

에 모두 통과한 과학교과서 36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2007 개정ㆍ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과학교

과서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2)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수록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분

석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은 연구하지 않았다.

3)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교과서의 화학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

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 및 특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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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과학글쓰기(science writing)

과학 글쓰기는 ‘과학적 사실, 개념, 원리, 법칙, 이론, 가설에 대해 사고

하는 내용과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천재훈 & 손정우, 2004; Mason

et al, 2000)’으로 정의하였다.

(2) 글로벌 이슈(global issue)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인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

가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정의하였다(Bhargav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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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과학글쓰기

2.1.1 과학글쓰기의 특성

과학글쓰기는 과학자가 수행하는 과학적 연구의 한 과정이며, 학생들

이 과학 학습 시 사용되는 매체이며(어선숙, 조희형, 2012, 재인용) 1990년

대 이후부터 과학글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주로 강조되던 글쓰기는 글쓰기 방법이 평가도구로 활용되는

‘글쓰기 학습(learning to writing)’인 반면에, 현재는 과학철학으로서의 사

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 ‘학습하기 위한 글쓰기

(writing to learn)’이며, 이는 글쓰기가 평가의 수단이 아닌 학습의 수단

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Keys, 2000; Greene, 2010). ‘학습하기 위한

글쓰기’ 측면에서 본 과학글쓰기는 과학적 이해를 증명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Krajcik, 2007).

한편, 과학글쓰기를 한 두 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논문 및 저술에서는 과학글쓰기를 글을 쓰는 주체나, 소

재, 내용 등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그에 따른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강석

우(2009)에 따르면, 과학글쓰기란 주로 과학에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과학

자들이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과 양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된 글쓰기를

의미하며, 정희모(2008)는 과학글쓰기란 분류ㆍ통계ㆍ수학적 분석 등을 통

해 나타난 관찰ㆍ결과ㆍ방식의 기술이라고 하였고, 김종록(2011)은 실험결

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쓰거나 이러한 자료를 설명하는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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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하였다. 특히 Graham(2006)은 학문적 관습에 따른 과학글쓰기가

의사소통, 학습, 설득 등을 위한 수단이 되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는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글

쓰기를 도입한 목적과 맥락이 같다.

2.1.2 과학글쓰기의 유형

과학글쓰기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 사용되는 기준은 저자마다 다양하

다. Keys(1999)는 형식에 따라 과학글쓰기를 <표 Ⅱ-1>와 같이 분류하였

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 주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 뿐 만 아니

라, 논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서술하는 글도 과학글쓰기에 해

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재훈(2006)은 과학글쓰기 활동을 과학적 사

고력 측면에서 분류하였으며, 그 유형은 <표 Ⅱ-2>와 같다. 이와 같은 분

류는 국어교과서와 중등과학교과서에 사용된 글쓰기 유형을 비슷한 유형

끼리 묶거나 세분화하여 과학적 사고력의 종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

후에 배희숙 등(2009)은 과학적 사고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학적인 설

명이 필요한 글쓰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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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글쓰기 유형 특징

실험 보고서 학생 스스로 실험설계, 가설설정, 데이터분석 및 해석하는 글쓰기

서술
과학적인 개념, 과학적 방법 및 이유에 대해 서술하는 글쓰기로,

개념 변화를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글쓰기

보고서

교실에서 탐색하지 못했던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의문점을 주제로

하여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며 지식을 구

성하는 서술적 글쓰기

전기 과학자 그룹 또는 한 명의 과학자의 일생에 대한 글쓰기

설명 특정 입장을 지지하면서 논의하는 글쓰기

<표 Ⅱ-1> 형식에 따라 분류한 과학글쓰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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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고력 문항의 유형

귀납적 사고력을 활용한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관찰하여 글쓰기

분류하여 글쓰기

요약하여 글쓰기

묘사하여 글쓰기

서사하는 글쓰기

연역적 사고력을 활용한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과학 원리로 해석하는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

근거를 찾아 쓰는 글쓰기

그림, 사진 설명하는 글쓰기

표, 그래프, 수식 해석하는 글쓰기

과학속담, 사자성어 해석하는 글쓰기

완성하는 글쓰기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한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다양한 관점에서 글쓰기

PMI를 활용한 글쓰기

개념만화를 활용한 글쓰기

대화문 완성하는 글쓰기

과학적 오류를 찾아 쓰기

다양한 관점에서 글쓰기

창의적 사고력을 활용한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은유를 통한 글쓰기

상상하여 글쓰기

짧은 글 확장하여 글쓰기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

노래가사 바꿔 쓰기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글쓰기

<표 Ⅱ-2> 과학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분류한 과학글쓰기 문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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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과학글쓰기의 필요성

과학글쓰기의 필요성은 <그림 Ⅱ-1>과 같이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크

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Ⅱ-1> 과학글쓰기의 필요성

첫 번째, 과학글쓰기는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함양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사고력 개발에 중요한 수단이 되며(이재

승, 2002), 특히 과학글쓰기는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실험 결

과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탐구 방법과 근거를 계속 고려

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 사고력이 개발될 수 있다(Yore, 2006). 과학글쓰

기를 활용한 수업전략은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박혜진, 강순희, 2013), 쓰기를 통해 지식이 재구성되는 학습의 과정이

구체화되어 반성적 사고 역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은아, 2011).

두 번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과학글쓰기를 통해 함양될 수 있

다. 학생들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과학글쓰기 과제를 통해 추론적 기술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

울 수 있으며(Keys et al., 1999), 기존에 학습한 지식을 드러내도록 하는

과학글쓰기 과제를 통해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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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혁, 2004). 즉, 과학글쓰기는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 및 의견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과학에서 강조되는 과학적 추론 및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

학을 읽고, 논의하고 쓰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Osborne, 2002).

세 번째, 과학글쓰기는 과학 개념 이해를 알아보는 효율적인 교수-학

습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과학글쓰기 과제를 주제에 맞게 제시하여 완성하게 한 결과, 과학 개념

학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이강임, 2007), 학생들의 과학 개념이

정확하게 변화되었으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son &

Boscolo, 2000). 또한, 학생들의 과학글쓰기에는 선행 개념 뿐 만 아니라

오개념도 나타나며(이호진, 2004), 단순하게 과학 지식을 서술할 때와 비

교해 학생들은 과학글쓰기에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선개념을 자연

스럽게 드러냈다(정혁, 2004).

2.2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2.1 성격 및 특성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특성을 <표 Ⅱ-3>에 나타내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4개

에서 2개로 내용이 통합되었으며, ‘자유탐구’가 없어지고, ‘STEAM’이 새

로 도입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

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중

점을 두었다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보다는 자연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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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개정 2009 개정

대상 3학년 ～ 10학년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내용

구성

운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물질

생명
생명과 지구

지구와 우주

특성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할 수 있

는 ‘자유탐구’를 포함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

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함.

목표

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

고 자연 탐구와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적용한다.

가.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

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나.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한다.

나.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

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대

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

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

한다.

다.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

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

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

른다.

라.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

계를 인식한다.

라.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식한다.

<표 Ⅱ-3>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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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내용 체계

각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화학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질’ 및 ‘물질

과 에너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질

과 에너지’ 에서 화학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표 Ⅱ-4>에 나타내었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10학년에 해당하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성」과 「여러 가지 화학 반응」단원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으로 이동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같은

학년에 분배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단원이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학년

영역

2007 개정

7학년 8학년 9학년

물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의 구성 물질의 특성

분자의 운동

우리 주위의

화합물
전해질과 이온

상태 변화와 에너지

학년

영역

2009 개정

중학교 1 중학교 2 중학교 3

물질과

에너지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물질의 구성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표 Ⅱ-4>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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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수ㆍ학습 방법 및 평가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수ㆍ학습 방법의

여러 요소들 중 학습 지도 계획에서는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과학

내용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과학글쓰기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라고 명시하여 과학글쓰기를 수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 준비 및 활용에서는 ‘과학글쓰기와 토론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과학도서 목록을 준비하고 독서 지도를 한다.’ 와 같이 수업시

간에 과학과 관련된 책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학습 지도 방법에서

는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과학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와

같이 명시하여 학생들의 과학 수업시간에서 과학글쓰기를 통해 과학적 사

고력을 기르고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조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두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선다형, 서술형 및 논술형, 보고

서,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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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3.1 분석 대상

모든 학년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검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심의

에 공통적으로 통과한 출판사의 중학교 과학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

다. 이에 해당하는 출판사는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비유

와 상징, 천재교육, 두산동아이며, 각 교육과정에서 18권씩 총 36권의 과

학교과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을 중학교 과학교과서의 화학영역에 한정했으며, 이에 해당하

는 단원은 2007 개정 중학교 과학교과서에서는 과학 1의「물질의 세 가지

상태」,「분자의 운동」,「상태 변화와 에너지」, 과학 2의「물질의 구

성」,「우리 주위의 화합물」, 과학 3의「물질의 특성」,「전해질과 이

온」단원을, 2009 개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과학 1의「분자 운동과

상태변화」, 과학 2의「물질의 구성」,「물질의 특성」, 과학 3의「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여러 가지 화학 반응」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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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각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과학글쓰기의 정의1)에 따라 추

출하였다. 과학글쓰기 문항 추출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과학 교육석사 과정 1인이 개별적으로 추출한 문항의 연구자간 일치도가

97%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였고, 그 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추출

하여,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교육과정, 단원 및 출판사별로 비교

하였다.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분류 및 분석에는 2인의

연구자가 각 기준에 근거하여 과학글쓰기 문항을 분류하고, 연구자간 일

치도를 구하였다.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일치도가 인지적 과정에 대해

91%, 글의 유형에 대해 93%, 글로벌 이슈에 대해 95% 이상에 도달한 이

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모든 과학글쓰기 문항을 다시 분류 및

분석하였다. 모든 분류 결과 및 분석 과정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과학

교육 대학원생 3인, 현직 교사 2인이 세미나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 과학적 사실, 개념, 원리, 법칙, 이론, 가설에 대하여 사고하는 내용과 과정을 글로 표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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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기준

과학글쓰기 문항은 과학글쓰기의 정의에 따라 추출하였다. 그러나 글

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더라도, 실험 내용을 단순히 기록하도록 하는

문항이나 단답형의 문항, 과학적 사고의 과정 없이 조사한 내용을 쓰게

하는 문항은 과학글쓰기 문항으로 추출하지 않았다. 단, 글쓰기를 요구하

지 않더라도, 과학교과서 내에서 ‘과학글쓰기’, ‘글쓰기’, ‘논술’ 이라는 범

주에 속해 있는 문항은 과학글쓰기 문항으로 추출하였다. 과학글쓰기와

과학 논술 문항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을 문자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과학과 관련된 논술 문항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과학글쓰기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슬기, 2012). 또한,

‘바닷물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와 같이 글로벌 이슈를 묻는 문항은 넓은 범위에서 과학글쓰기

로 보았다. 이와 같은 문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

결해야 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 과학 교육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

다(문공주 등, 2012; Sadler & Zeidler, 2002).

추출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기

준은 초등교과서와 미국교과서 내의 과학글쓰기 문항 비교 연구에 사용된

분류기준(구슬기, 백일우, 2012)을 수정하여 <표 Ⅲ-1>과 같이 선정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는 ‘측정’이라는 하위 범주를 인지적 과정의 ‘이해하기’

에 추가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측정값을 표로 정리하거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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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활동을 과학글쓰기 문항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과학교육전문가 1인

과 현직교사 2인이 협의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글쓰기 문항을 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2>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거시적 장

르 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장르 중심 작문 교육에서는 글쓰기 유형

을 거시적 장르와 미시적 장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거시적 장르 유

형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이야기 쓰기, 표현하는

글쓰기로 분류되며 미시적 장르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글쓰기의

유형을 의미한다(박태호, 1999). 거시적 장르 유형을 기반으로 한 분류는

글쓰기의 텍스트, 즉 글의 맥락과 형식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처럼 텍스트

를 고려한 과학글쓰기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경우 학생들이 더 쉽게 과학

글쓰기에 접근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구슬기, 백일우, 2012), 실제를 중

심으로 한 과학글쓰기 과제 작성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박태호, 1999).

마지막으로,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 분석은 선행

연구(김세현 등, 2012)의 분석틀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OECD의 글로벌 과학 포럼 보고서, UNESCO의 교육부문 보고서 등과 같

은 국제기구 및 과학 관련 연구 기관의 주요 보고서를 분석하여 추출된

글로벌 이슈들을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협의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의 글로벌 이슈 내

용을 분석할 때 사용한 분석틀에서 세부 내용이 유사한 항목들은 하나로

묶고, 화학영역과 관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만을 선별해 분석

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분석틀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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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지적 과정

1. 기억하기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과정

1.1 인지하기 지식을 회상하는 과정

1.2 기억하기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과정

2. 이해하기 한 지식과 다른 지식의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

2.1 해석하기 한 가지 표상을 다른 표상이나 기호로 바꾸는 과정

2.2 예시하기 현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실례를 들게 하기

2.3 분류하기 특정 사물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아는 과정

2.4 요약하기 주어진 정보를 한마디로 말하거나 추상화 하는 과정

2.5 추론하기 몇 가지 사례에서 개념이나 경향성을 찾는 과정

2.6 비교하기
두 가지 이상의 사물, 사건, 관념, 문제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는

과정

2.7 설명하기 인과관계를 말하는 과정

3. 적용하기 절차를 이용하여 연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3.1 수행하기 연습과 같이 친숙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

3.2 실행하기 새로운 상황에서 실시하는 과정

4. 분석하기
자료를 구성 요소로 나누고, 그 요소와 다른 요소 혹은 전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4.1 분화하기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과정

4.2 조직화하기
한 체계의 구성요소와 전체를 구성하는 정합적 관계를 확인하는 과

정

4.3 귀인하기 자료를 해석하는 관점, 견해, 가치, 의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

5. 평가하기 특정 기준이나 준거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

5.1 점검하기 조작과 산물의 내적 불일치와 오류를 검사하는 과정

5.2 비판하기 산물, 조작 등을 외적 준거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

6. 창출하기 요소를 함께 종합하여 기능적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

6.1 생성하기 문제를 생성하고 대체적 해결책이나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

6.2 계획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

6.3 산출하기 실험, 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

<표 Ⅲ-1> 인지적 과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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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목적 미시 장르(예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사실 설명하는 글쓰기, 신문기사 쓰기, 마인드맵, 이유를 설명

하는 글쓰기, 조사․소개하는 글쓰기, 리포트 쓰기, 관찰일지

쓰기, 안내문 만들기, 기사 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건의문 쓰기, 논설문 쓰기, 칼럼 쓰기, 광고문 쓰기

이야기 쓰기 상상하여 글쓰기, 여행기 쓰기, 개인적인 의견 쓰기, 대본 쓰기

표현하는 글쓰기 시, 일기, 편지, 개인적인 느낌 쓰기

<표 Ⅲ-2> 글쓰기의 목적에 따른 과학글쓰기 유형 및 미시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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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세부내용

A. 건강

약물, 흡연 등의 영향 A1

비만과 영양실조 A2

전염병(말라리아 등), AIDS, 결핵, SARS A3

백신공급부족, 면역조치 A4

B. 기후변화

기상이변 B1

사막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B2

C. 물

인구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 C1

습지 감소 C2

수질 오염 C3

음용수 안전, 수질관련 기본 위생관리 C4

D. 에너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이해관계 D1

에너지 빈곤국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D2

원자력(방사성 에너지) 사용의 장ㆍ단점 D3

화석연료의 유한성 D4

신재생 에너지의 장ㆍ단점 D5

E. 환경보전

공기, 물, 토양 보전 E1

생태계 관리 E2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 E3

F. 정보통신기술

국가간 정보격차 F1

모바일폰 중독 F2

사이버 보안 F3

새로운 기술의 등장 F4

<표 Ⅲ-3> 글로벌 이슈 준거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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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4.1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

4.1.1 교육과정에 따른 사용 빈도

2007 개정 및 2009 개정 중학교 과학교과서의 화학영역에 사용된 과학

글쓰기 문항을 추출하여 전체 사용 빈도, 교과서 한 권당 평균 사용 빈도,

교과서 10쪽 당 사용 빈도를 <표 Ⅳ-1>에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과서

18권에서는 183개의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어, 교과서 한 권당 10.17

개, 교과서 10쪽 당 1.32개의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2009 개정

교과서 18권에서는 168개의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어, 한 권당 9.33개,

교과서 10쪽 당 1.23개의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

학글쓰기 문항의 총 사용 수가 감소한 결과는 화학영역에 해당하는 단원

이 7개에서 5개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2009 개정 교과서에

서 과학글쓰기 문항의 교과서 10쪽 당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은 과학글쓰

기의 중요성이 2007 개정 교과서와 비교해 강조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

는 과학글쓰기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함

양하도록 강조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과서 과학 1에는 71개, 과학 2에는 45개, 과학 3에는 67개

의 과학 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2009 개정 교과서 과학 1에는 35개,

과학 2에는 75개, 과학 3에는 58개의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어 학년별

로도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과학

1 교과서에서 10쪽 당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가 1.50에서 1.08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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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과정의 변화로 화학영역

에 해당하는 단원수가 3개에서 1개로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과학 2 교과서에서 10쪽 당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0.94에서 1.38으로 증가하고, 중학교 과학 3 교과서에서 사용 빈도가 1.50

에서 1.21으로 감소하는 변화 양상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단원

의 재구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과정 교과서 명 총 수 1권 당 사용 빈도 10쪽 당 사용 빈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1 71 11.83 1.50

중학교 과학 2 45 7.50 0.94

중학교 과학 3 67 11.17 1.50

평균 10.17 1.32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1 35 5.83 1.08

중학교 과학 2 75 12.50 1.38

중학교 과학 3 58 9.67 1.21

평균 9.33 1.23

<표 Ⅳ-1> 중학교 과학교과서 화학영역의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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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단원에 따른 사용 빈도

단원별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교육 과정에 따라 비교한 결

과는 <표 Ⅳ-2>와 같다. 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의 구성」단원

과「물질의 특성」단원의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질의 구성」단원은 원소, 원자, 이온과 같이 미시적인 입자 개념이 처

음 도입되는 단원이며,「물질의 특성」단원은 혼합물 내의 각각의 순물질

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은 중학교 학생들 중 아직

구체적 조작 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강순희 등, 2012). 과학글쓰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미시

적이고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구

슬기, 박일우, 2010; Hodson, 1998; Wallace et al., 2007)들은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미시적인 화학개념을 다루고 있는「물질의 구성」단원 뿐 만 아

니라,「물질의 특성」,「전해질과 이온」단원에서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가 높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중학교

과학 2 교과서의 10쪽 당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가 0.94에서 1.38로

증가한 것은(표 Ⅳ-1),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

도가 높았던「물질의 구성」단원과「물질의 특성」단원이 2009 개정 교과

서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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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사용 빈도

2007

개정

중학교 과학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 25(13.66)

분자의 운동 23(12.57)

상태 변화와 에너지 23(12.57)

중학교 과학 2

물질의 구성 24(13.11)

우리 주위의 화합물 21(11.48)

중학교 과학 3

물질의 특성 41(22.40)

전해질과 이온 26(14.21)

계 183(100)

2009

개정

중학교 과학 1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35(20.83)

중학교 과학 2

물질의 구성 38(22.62)

물질의 특성 37(22.03)

중학교 과학 3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25(14.88)

여러 가지 화학 반응 33(19.64)

계 168(100)

<표 Ⅳ-2> 단원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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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교과서 내 위치에 따른 사용 빈도

교과서 내 위치에 따라 사용된 과학글쓰기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를

<표 Ⅳ-3>에 제시하였다. 먼저, 과학글쓰기 문항이 도입부에 사용된 빈도

는 6.01%에서 0.59%로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와 같

이 단원 시작 전에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으나, 2009 개정 교과서에

는 단원 시작 전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과학글쓰기 문항을 도입부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적

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원 도입부에 대단원 학습 주제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써보도록 하는 활동은 학생들

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과학적 탐구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며(권난주, 이경미, 2010), 읽기와 쓰기가 연계된 활동은 지식의

효율적인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므로(허은아, 2011),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과 관련 있는 문학 작품을 단원 도입부에 제시하여 단원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글쓰기 문항이 본문, 대단원 마무

리, 과학글쓰기 부분에 사용된 빈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대단원 마무리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빈도는 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글쓰기로 정리

하는 과학글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및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신정인 외, 2013), 대단원 마무리와 같이

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과학글쓰기 과제를 마무리 단계에서

만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경우,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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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강순희, 2013), 교과서의 어느 한 위치에만 치중되어 있는 지금의

형태보다는 과학 학습의 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과학글쓰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된다. 한편, 과학글쓰

기 또는 논술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사용된 과학글쓰기의 빈도의 증가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18권 중 이러한 범주를 명시한 교과서는 6권이었는

데 비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18권 중 11권이 이와 같은 범주를 명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읽기 자료에 사용된 빈도는

14.75%에서 7.1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

자료로 분류된 범주가 9개였으나,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8개로 감소해

각 범주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탐구를 포함하여 과학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탐구를 탐구 활

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

련지어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STEAM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의해 자유 탐구에서 사용되던 보고서 쓰기와 같은 과

학글쓰기 문항이 STEAM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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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2009 개정

교과서 내 위치
과학글쓰기

문항 수
사용 빈도

과학글쓰기

문항 수
사용 빈도

도입 11 6.01 1 0.59

본문 3 1.64 7 4.17

소단원 정리 33 18.03 30 17.86

대단원 마무리 80 43.72 79 47.02

읽기 자료 27 14.75 12 7.14

과학글쓰기 또는 논술 26 14.21 36 21.43

자유 탐구 3 1.64 0 0.00

STEAM 0 0.00 3 1.79

합계 183 100 168 100

<표 Ⅳ-3> 교과서 내 위치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수 및 사용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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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출판사에 따른 사용 빈도

출판사별로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

의 사용 빈도 및 총 사용수를 비교하여, <표 Ⅳ-4>에 제시하였다. 과학글

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출판사는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와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에서 각각 53개, 47개를 사용한 E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인 출판사 B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4.5배,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3배의 사용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출

판사별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과학 교과에

서 다루는 내용은 유사할지라도, 과학글쓰기에 대한 교과서 저자의 관심

과 인식에 따라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한편, 출판사 B, C, F에서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고, 출판사 A, D, E에서는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는데, 증가폭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아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2009 개정 교과

서에서 과학글쓰기 문항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출판사

A B C D E F

2007

개정

중학교 과학 1 12 9 9 10 19 12

중학교 과학 2 10 2 7 6 12 8

중학교 과학 3 13 2 10 8 22 12

합계 35 13 26 24 53 32

2009

개정

중학교 과학 1 4 3 6 3 12 7

중학교 과학 2 10 7 15 9 16 18

중학교 과학 3 7 5 9 8 19 10

합계 21 15 30 20 47 35

<표 Ⅳ-4> 출판사에 따라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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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지적 과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분석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 Ⅳ-5>에, 각 인지적 과정에 따른 과학글

쓰기 문항의 총 사용 빈도를 <그림 Ⅳ-1>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과정은

사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과 가까우므로

(Anerson et al, 2001),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과학글쓰기 문항에 사용된 과학적 탐구 과정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였

다.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억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기억하기의 인지적 과정은 학습한

지식을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과정이며, 적절한 평가방법은 선다형 및 단

답형 문항이 활용되므로(조희형, 최경희, 2011), 이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교과서

인지적 과정

합계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출하기

2007

개정

중학교 과학 1 30 15 6 6 14 71

중학교 과학 2 15 10 5 8 7 45

중학교 과학 3 21 15 5 7 19 67

2009

개정

중학교 과학 1 18 9 2 4 2 35

중학교 과학 2 27 17 4 9 18 75

중학교 과학 3 22 14 4 10 8 58

<표 Ⅳ-5>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류된 과학글쓰기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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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는 각각 36.07%와

39.88%로,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해하기의 인지적 과정에는 예상, 추리, 설명 등의 기초 탐구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교과서가 탐구 중심으로 집

필되어, 과학글쓰기도 탐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거나 제시된 상황

을 배운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 Ⅳ-2>과 같다. 과학글쓰기 활동은 학생들

이 과학 개념을 더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고, 선택형 문항으로는

알 수 없는 오개념을 알아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이호진, 최경희, 2004),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과

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은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를 돕

는 목적을 지닌 과학글쓰기 문항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Ⅳ-1> 인지적 과정에 따라 분류된 과학글쓰기 문항 총 사용 빈도(%)



- 34 -

<그림 Ⅳ-2>

2009 개정 과학교과서의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 예시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는 증가하였다. 이

와 관련된 과학글쓰기 문항은 학습한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

을 설명하거나, 배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글쓰기이

며,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 Ⅳ-3>와 같다. 중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물 및

추상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므

로,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실험관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9.18로 낮게 나타났던 결과와

(구슬기, 박일우, 2012)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Ⅳ-3>

2009 개정 과학교과서의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 예시



- 35 -

분석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모

두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적용하기와 관련된 과학글쓰기 문항이

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6종의 출판사 중 2종에 해당

하는 출판사만 이와 같은 글쓰기 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

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과정이 바뀌며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종의 출판사에서 2007 개정 교과서 마인드맵

으로 제시되던 부분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가로, 세로 낱말 퍼즐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의 구체적인 예시

를 비교하여 <그림 Ⅳ-5>에 제시하였다. 마인드맵의 경우, 각 개념들의

관계와 기능을 조직하도록 요구하므로 분석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으로 추출하였으나,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은 단답형의 문항 형태이므

로 과학글쓰기 문항으로 추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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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2007 개정ㆍ2009 개정 과학교과서의 분석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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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 Ⅳ

-5>와 같으며,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어 주장, 근거의 적

절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평가하기의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해

석된다. 현재 과학 교육에서는 논리적 맥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비판

적 사고 기능을 신장시키는 학습전략으로서의 과학글쓰기가 강조되고 있

으므로(심규철, 2011),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

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림 Ⅳ-5>

2009 개정 과학교과서의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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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보고

서 쓰기, 새로운 방안 모색하여 쓰기 등이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기의 사

용 빈도가 16개에서 8개로 감소하였다. 보고서 쓰기는 가설 설정, 실험 수

행,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등의 통합적 탐구기능을 경험하게

하여, 과학자의 탐구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Keys et al.,

1999). 그러나 김미경(2009)의 연구 결과 학생들은 보고서 쓰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 보고서 쓰기 자체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태선 등, 2005).

이런 관점에서 <그림 Ⅳ-6>에 제시한 과학글쓰기 문항과 같은 보고서 쓰

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은 지적할 만한

점이다.

<그림 Ⅳ-6>

2007 개정 과학교과서의 창출하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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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의 유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분석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글의 유

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 Ⅳ-6>에 제시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공

통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정보

를 전달하는 글쓰기에는 제시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용어를 사용

하여 상황 설명하기, 보고서 쓰기 등이 있다. 즉,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대다수는 과학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

하는 글쓰기와 같이 객관적인 내용을 묻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득하는 글쓰기는 논설문이나 광고문 쓰기와 같은 세부유형으로 나뉘

며,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 Ⅳ-7>과 같다. 설득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

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감소하였으나,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하기와 관련된 과학글쓰기 문항은 교육과정이 바뀌며 사용 빈도가 증

가하였다.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평가하기의 인지적 과정은 정보를 전

달하는 글쓰기와 이야기 쓰기로 분류되는 과학글쓰기 문항에서 사용 빈도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평가하기에 해당

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은 주로 과학적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단순히 자신

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

적 문제를 주제로 하며, 대치되는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근

거를 들어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 하도록 하는 설득하는 글쓰기에서는 평

가하기의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문항의 사용 빈도가 4.92에서 2.38로 감

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사회 문제 또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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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의

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보인다. 과학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논의를 사용하는 방법 및 좋은 논의의 기준을 배울 기

회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주장, 증거,

보장과 같은 논의 요소를 논리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과학글

쓰기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장경화 등, 2012; Driver et al.,

2000).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는 논의 요소를 사용하여 글을 쓰게

하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교과서 개편작업에서 설득하는 글쓰기에 해당하는 문항의 활용이 보강되

어야 함을 보여준다.

상상하여 글쓰기나 개인적인 의견 쓰기와 같은 이야기 쓰기의 사용 빈

도 역시 감소하였다. 감소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해하기 및 적용하기에 해

당하는 인지적 과정의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 개

정 교과서는 개인적인 의견 쓰기와 상상하여 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및 적용하기의 인지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2009 개정 교과서는 이야기 쓰기에 비해 조금 더 객관적인 형식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상이나 허구를 이용한 이야기식

글쓰기는 학생들이 과학글쓰기에 친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며(Wellington

& Osborne, 2011), 에세이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과학 개념을 정리하는

글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과학적 태도 함양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신정인 등, 2013), 이야기 쓰기에 해당하는 과학글쓰기 문

항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삼행시를 짓거나, 만화로 나타내기, 포스터 그리기와 같은 표현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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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의 사용 빈도는 증가했는데, 평소에 글로만 정리했던 것들을 만화, 글

과 그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글쓰기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송윤미 등, 2011)에 의하면 이러

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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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글의 유형

인지적 과정

합계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출하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50(27.32) 25(13.66) 16(8.74) 1(0.55) 30(16.39) 122(66.67)

설득하는 글쓰기 0(0.00) 0(0.00) 0(0.00) 9(4.92) 7(3.83) 16(8.74)

이야기 쓰기 8(4.37) 14(7.65) 0(0.00) 11(6.01) 1(0.55) 34(18.58)

표현하는 글쓰기 8(4.37) 1(0.55) 0(0.00) 0(0.00) 2(1.09) 11(6.01)

2009 개정

글의 유형

인지적 과정

합계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출하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55(32.74) 32(19.05) 10(5.95) 3(1.79) 21(12.50) 121(72.02)

설득하는 글쓰기 0(0.00) 0(0.00) 0(0.00) 4(2.38) 4(2.38) 8(4.76)

이야기 쓰기 3(1.79) 8(4.76) 0(0.00) 14(8.33) 1(0.59) 26(15.48)

표현하는 글쓰기 9(5.36) 0(0.00) 0(0.00) 2(1.19) 2(1.19) 13(7.74)

<표 Ⅳ-6> 글의 유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수 및 사용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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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2007 개정ㆍ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설득하는 글쓰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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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학글쓰기 문항의 글로벌 이슈 내용 분석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을 분석하여 <표 Ⅳ-7>에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과

서에서는 총 183개의 과학글쓰기 문항 중 21개(11.48%), 2009 개정 교과

서에서는 총 168개의 과학글쓰기 문항 중 33개(19.64%)가 글로벌 이슈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과정의 변화로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가

우리 사회 및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써보고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Anderson et al, 2001)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한

편,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의 과학글쓰기 문항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들 중 공통적으로 환경 보전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또한,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사용된 과학 글쓰기 문

항의 경우 물,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및 새로운 기술 항목에 해당하는 글

로벌 이슈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환경 보전 항목에만 치중되어있던

2007 개정 교과서에 비해 항목 간의 편차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 개정 교과서의 과학글쓰기에 포함된 글로벌 이슈 내용의 소재가 더

다양화 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교과서 개편 시에, 글로벌 이슈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이 사회 및 다른 분야에 주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이슈 소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2009 개정 중학

교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일상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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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등, 2012),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서는 ‘나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써 보자.’와 같이 일상적 문제를 포

함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을 뿐 만 아니라(그림 Ⅳ-8), ‘과학이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지

역에 생명 빨대를 보내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보자.’와 같이 사회, 인류

문제를 포함하는 문항들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이슈 내용 2007 개정 2009 개정

건강 1(4.76) 1(3.03)

기후변화 3(14.29) 2(6.06)

물 0(0.00) 3(9.09)

에너지 0(0.00) 4(12.12)

환경 보전 17(80.95) 16(48.49)

정보 통신 기술 0(0.00) 7(21.21)

합계 21(100) 33(100)

<표 Ⅳ-7> 글로벌 이슈 내용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수 및 사용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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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글로벌 이슈 내용을 포함한 과학글쓰기 문항의 예시 (2009 개정 과학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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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영역에서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추

출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적 과정, 글의 유형, 글로벌 이슈 내용에 따

라 각각 분류 하고 얻어진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7 개정 교과서에

는 총 183개의 과학 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교과서 한 권당 10.17

개, 10쪽 당 1.32개의 과학 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다, 2009 개정 교과서

에는 총 168개의 과학 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교과서 한 권당 9.33

개, 10쪽 당 1.23개의 과학 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어 2007 개정 교과서와

비교해 사용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글쓰기 문항의 총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은 화학영역에 해당하는 단원 수가 7개에서 5개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0쪽 당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 역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2009 개정 교과서에서 과학글쓰

기 문항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높은 단

원은 「물질의 구성」단원과「물질의 특성」단원과 같이 미시적인 과학

개념을 포함하는 단원들이었으며, 해당 단원의 이동 및 단원의 재구성으

로 인하여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출판

사별로도 과학 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

서 저자마다 과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별로 2007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증가폭에 비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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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과학교과서 저자들이 과학 개념 이

해에 도움을 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한 과학글쓰기

의 장점을 인식하고, 과학글쓰기 문항을 개발하고 교과서에 활용하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교육과정에서 모두 과학글쓰기 문항은 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인 대

단원 마무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도입 부

분에서의 사용 빈도는 급감하였다. 지금과 같이 과학글쓰기 문항을 마무

리 단계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학글쓰기를 과학 학습의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인지

적 과정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과서에서 모두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억하기에 해당하

는 문항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교과서 개편 시에는 인

지적 과정을 고려하여 과학글쓰기 문항을 개발하고 수록하여, 학생들이

과학글쓰기 문항을 통해 다양한 인지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교과서에 사용된 과학글쓰기 문항을 거시

적 장르, 즉 글쓰기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 개념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이

용하여 설명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결과는, 과학교과서에 사용

된 과학글쓰기 문항이 주로 학생들의 과학 지식 이해 확인을 위해 사용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설득하는 글쓰기의 경우 두 교육과정에서 모두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 지도 방

법에는 ‘탐구 결과를 반박하거나, 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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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바탕을 두도록 한다.’와 같은 해설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료

를 활용한 과학글쓰기를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교과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설득하는 글쓰기의 사용 빈도가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논의 요소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앞으로는 현재 과학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어 논

의 요소를 강조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과학글쓰기 문

항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이슈 내용을 포함한 과학글쓰기 문항은 2007 개정 교과서와 비

교해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사용된 소재도 다양화

되었다. 앞으로도 과학글쓰기를 통해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파

악하고, 과학,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이슈 내용

을 포함한 과학글쓰기 문항이 꾸준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 도서를 활용

한 과학글쓰기의 지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교과서에서 모두 이에 해당

하는 과학글쓰기 문항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과학교

과서 개편 시에는 과학 도서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

해야 할 것이다.

과학글쓰기가 유의미하게 수업 시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과정

및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과학글쓰기 문항이 학습 전반

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과

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하기 위한 글쓰기(writing to learn)를 과

학교과서에 수록해 학생들이 학습의 수단으로서 과학글쓰기 문항을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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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과학글쓰기는 과학 과목의 평가수단으로 활용되는 지금

의 양상에서 벗어나,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학 학습의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과학글

쓰기를 무리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과학글쓰기의 구체적인 지도방안 및

채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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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Science Writing

Tasks in the Chemistry Domain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s(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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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science writing has been emphasized after coming

in science writing from 2007 revised curriculum. However, the study

analyz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science writing

tasks in textbooks has not been fulfilled yet. So, in this study, the

science writing tasks shown in the chemistry domain from 36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RNC) and the 2009 RNC were sampled, investigated their

frequency of use, and analyze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investigat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e sampled science writing

tasks depending on the cognitive process and type of writing were

categoriz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analysis of

global issues presented in the science writing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total frequency and the average

frequency of use of the tasks per textbook and per ten pag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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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respectively. Moreover, the number of science writing tasks

were found in each curriculum varied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units and the publishers, and that the writing tasks were mainly

arranged in the wrapping up stage.

In the analysis of science writing tasks according to the cognitive

process, in both curriculums, it was shown that the items applied to

‘understanding’ were the most commonly used, but those of

‘remembering’ were no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science

writing tasks based on the types of writing, the writings for the

information delivery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cy of use for persuading writing which is emphasized in

common was low. As f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global issues,

the number of science writing tasks including global issues increased

and the writing materials were more diverse in the 2009 RNC.

Furthermore, science writing tasks associated with protection of

environment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in both curriculums.

This study compar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science writing tasks in the 2007 RNC and 2009 RNC, in addition,

suggeste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writing tasks will be

developed and be used in the next textbooks.

Key words : science writing,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13-21427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1.3 연구의 제한점
	1.4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2.1 과학글쓰기
	2.1.1 과학글쓰기의 특성
	2.1.2 과학글쓰기의 유형
	2.1.3 과학글쓰기의 필요성

	2.2 2007 개정 및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2.1 성격 및 특성
	2.2.2 내용 체계
	2.2.3 교수ㆍ학습 방법 및 평가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1 분석 대상 
	3.2 분석 방법 
	3.3 분석 기준 

	IV. 결과 및 논의
	4.1 과학글쓰기 문항 사용 빈도 
	4.1.1 교육과정에 따른 사용 빈도
	4.1.2 단원에 따른 사용 빈도
	4.1.3 교과서 내 위치에 따른 사용 빈도
	4.1.4 출판사에 따른 사용 빈도

	4.2 인지적 과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분석
	4.3 글의 유형에 따른 과학글쓰기 문항 분석
	4.4 과학글쓰기 문항의 글로벌 이슈 내용 분석 

	V. 결론 및 제언
	VI.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