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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과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 왔

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 내용 분

석법(Automatic Content Analysis)이 적용된 컴퓨터를 통한 연구 논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8년간의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연구 주제, 저

자의 국적, 연구 방법 등 특정 요소에 대한 빈도 분석에 그쳤지만, 

본 연구는 연구 주제의 빈도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주제 

간의 상관관계도 규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

구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도를 지닌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 논

문들이 이에 해당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어 : 자동내용분석법, 연구동향, 데이터 분석, JRST, IJSE
학  번 : 2015-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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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과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 왔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단적, 횡단적으로 파

악하면서 미래의 연구 동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과학교육의 전체 흐름 안

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위상을 파악하여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연구 분야가 다양화 된 상황에서 연구자 스스로 

연구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의미를 연계하고 미래의 연구에서 보다 생산적인 관점을 제시

할 수 있다(Jang, 2003; Jung, & Shin, 2016).

  오늘날 과학교육학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0~1989년 동

안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JRST)에 게재된 논문 저자들의 

80%가 미국 기반의 학자였으며, 나머지 20%는 미국 외 영어권 국가의 학

자였다. 비영어권 국가의 학자들은 거의 전무하였다(Treagust, 2006). 그러나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2009-2012년 동안 JRST에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를 

살펴보면 72.4%가 미국 기반의 학자였고, 17.0%가 미국 외 영어권 국가의 

학자였다. 비영어권 국가들의 학자는 10.6%를 차지했다. 전체로 보면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영어권 국가의 학자가 전무했던 이전

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Lin, 2014).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Chang et al., 

2010; Treagust, 2006), 한 해 발행되는 연구논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

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5년에는 JRST에 62편, Internation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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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ience Education(IJSE)1)에 40편으로 두 학술지에서 102편이 게재되었

으나, 2015년에는 JRST에 56편, IJSE에 134편으로 두 학술지에서 19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30년 전과 대비해서 86.3% 증가한 수치다(Table 

1). 매해 연구자가 190편의 논문을 모두 읽고 동향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연구 동향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JRST IJSE Total

Year 1985 2015 increasing 
rate 1985 2015 increasing 

rate 1985 2015 increasing 
rate

Articles 62 56 -9.7% 40 134 235% 102 190 86.3%

Table 1  Increasing the number of articles per year 

1) 1979년 창간 당시에는 Europea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이란 이름으로 발행이 

되었으나, 1987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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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상당

한 의미가 있으므로(Jung et al., 2016),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Table 2).

  White (1997)는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RISE)에  실린 논문들 중 

1975, 1985, 1995년에 게제 된 논문들에 한해 조사를 하였다. 총 77편의 논

문을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 종류(experimental, curriculum evaluation, 

correlational, comparison of groups, descriptive, test development, 

viewpoint/review, other), 독립 변수(teaching method/curriculum, sex, 

age/educational level, other, none), 종속/상관 변수(cognitive, affective, 

physical, other, none), 데이터 수집 방법(test or questionnaire, interview, 

observation, other), 통계 방법(inferential, descriptive), 저자의 성별, 피험자 

수, 연구 대상(초등, 중등, 학부생, 교사)으로 나누었다. 위 연구를 통해 

1975년과 1995년의 연구 동향이 [Table 3]과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ybe, & Schmidt (2001)는 화학교육 연구의 질적인 평가 기준으로 

이론 관련성(theory-relatedness), 연구 질문의 질(the quality of the research 

question), 연구 방법(method), 결과에 대한 제시와 해석(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s of results), 실천적 관점에서의 함의(implication for practise), 

화학에 대한 숙련도(competence in chemistry)를 제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81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두 논문은 100개 이하의 적은 수의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많은 수의 논

문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Tsai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연속된 3편

의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과학 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IJSE, JRST, SE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저자의 국적, 연구 방

법 ,  연구 주제 ,  다인용 논문 ,  연구자의 생산성2)에 대해 5년간 투고된 

800~1,000개 가량의 논문을 분석하였다(Tsai, & Wen, 2005; Lee, Wu, 

2) 첫 번째 연구(Tsai, & Wen, 2005)는 다인용 논문과 연구자의 생산성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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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ournals Topics Years Articles Analysis Factor

국
외

White (1997) RISE 모든 주제
1975, 1985, 
1995 77

연구 종류, 독립 변수, 종속/상관 변수, 데이터 수집 
방법, 통계 방법(추정적, 기술적), 저자의 성별, 피험자의 
수, 연구 대상(초등, 중등, 학부생, 교사), 

Eybe, & 
Schmidt 
(2001)

IJSE, JRST 화학 교육 1991~1997 81 이론관련성, 연구 질문의 질, 연구 방법, 표현/결과분석, 
함의

Tsai, & Wen 
(2005)

IJSE, JRST, 
SE 모든 주제 1998~2002 802 저자의 국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Lee, Wu, & 
Tsai (2009)

IJSE, JRST, 
SE 모든 주제 2003~2007 869 저자의 국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다인용 논문, 저자의 

생산성

Chang, Chang, 
& Tseng 
(2010)

IJSE, JRST, 
RISE, SE 모든 주제 1990~2007 3,039 주제, 국적, 저자, 다인용 논문

Lin, Lin, & 
Tsai (2014)

IJSE, JRST, 
SE 모든 주제 2008~2012 990 저자의 국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다인용 논문, 

연구자의 생산성

Table 2  Preced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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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ournals Topics Years Articles Analysis Factor

국
내

Jang (2003) 초등과학 
교육

초등교육 1983-2002 243 연도, 연구 주제

Lee, Park, & 
Jeon (2007)

6종 
국내학술지

피아제, 
브루너, 
오슈벨 이론

~2005 99
학회지, 연도, 주요어, 연구 주제, 학문 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Kang (2010) 8종 
국내학술지

영재교육 1999~2009 191 학회지,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방법

Kwon, & Ahn 
(2012)

KASE, 
KSSEE 융합교육 2000~2012 110 연도, 연계 주제 , 연구 내용, 연구 설계, 교육 대상

Maeng, Seong, 
& Jang (2013)

국내외 
학술지

학습발달과
정

2006~2013 13 학습발달과정 연구 주제, 구성, 발달 경로

Shin, & Choi 
(2014) RISS 검색 과학 글쓰기 2004~2013 118 연구문제, 연구 대상/방법, 연구 적용 방식, 연구 적용 

결과

Lee et al. 
(2015)

국내외 
학술지

웹기반 
탐구학습

2000~2014 43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기타

Kim et al. 
(2015)

6종 
국내학술지

과학 학습 2000~2013 1,104 연구 주제에 따른 질적 분석

Chung, & 
Shin (2016) RISS 검색 과학 평가 1986~2015 273 기본 자료, 대상, 교과, 연구 방법,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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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1975 1995

Style Experimental Description

Model of 
teaching/learning simple/unspecified complex, detailed

Design Complex Simple

Intervention

pre-determined
well-defined
controlled
brief

developed
fuzzy
guided
long

Measures
tests
siple
shallow

interviews, 
observations

Statistics inferential descriptive or none

Individual 
differences

obscure the effects of 
treatments focus of interest

Conclusions direct, defensible constructed, 
questionable

Researchers male dominated (8-1)
few teachers

male majority (2-1)
few teachers

Relevant to 
classroom slight great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1975 and 1995 (Whit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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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ai, 2009; Lin, Lin, & Tsai, 2014). 연구 주제를 분류할 때에는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search in Science Teaching(NARST) 컨퍼런

스의 연구 분류(research strands)인 (1) 교사 교육, (2) 교수(Teaching), (3) 

학습 – 학생의 개념과 개념변화, (4) 학습 – 교실의 맥락과 학습자의 특징, 

(5) 목표와 정책, 교육과정, 평가, (6) 문화, 사회, 성 관련 이슈, (7) 역사, 

철학, 인식론, NOS, (8) 교육 공학, (9) 비형식 학습을 사용하였다.

  Chang, Chang & Tseng (2010)은 정보계량학적 방법(sciento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3,03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다른 논문들과 달리 컴

퓨터에 의한 군집화(clustering)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논문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논문들은 (1) 과학 개념, (2) 교수

적 실천, (3) 개념 변화와 개념 맵핑, (4) 전문성 계발, (5) 개념 변화와 유

비, (6) 과학의 본성과 사회과학적 이슈, (7) 논증 기술 및 문제 해결, (8) 

디자인 기반 및 도시교육(design-based and urban education), (9) 태도 및 

성이라는 9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국내에도 과학 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여러 논문이 있었다. 과학 교육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핀 연구는 없었고, 모든 연구들이 과학 교육 중 일

부 영역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초등 교육(Jang, 2003), 피아제/브

루너/오슈벨 이론(Lee, Park, & Jeon, 2007), 영재 교육(Kang, 2010), 융합교

육(Kwon, & Ahn, 2012), 학습발달과정(Maeng, Seong, & Jang, 2013), 과학 

글쓰기(Shin, & Choi, 2014), 웹기반 탐구학습(Lee et al., 2015), 과학 학습

(Kim et al., 2015), 과학 평가(Chung, & Shin, 2016)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

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 특징은 연구자가 정한 몇 가지 지표에 대한 빈

도를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선행 연구는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접한 주제 

간의 연구들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연구 동향을 보다 의미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들을 독립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연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연구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 중 주제의 측면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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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어떠한 인접 주제와 

연관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보다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의 형태로 가시화하여 과학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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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앞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8년간 IJSE, JRST에 투고된 과학 교육 논문들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2) 최근 8년간 IJSE, JRST에 투고된 과학교육 논문들의 주제들 중 접

한 상관관계를 가진 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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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각 연구 논문들을 연구자가 직접 읽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

라, 연구자가 설정한 특정 준거에 의해 모든 논문들이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자동내용분석법(Automatic Content Analysis)은 연구자가 설정한 특

정 준거에 의해 기계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오분류의 가능성이 충분

히 존재한다. 연구자가 특정 논문을 읽고 해당 논문의 주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논문에 명시된 주제어(keyword)를 주제로 가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저자가 주요 주제에 해당되는 주제어를 적절하게 논문

에 삽입하지 않았다면 분석결과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자동텍스트분석

(Automatic Text Analysis)을 통해 컴퓨터가 직접 논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전문 연구자와 유사할 정도로 명확하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가 없었다. 

둘째, 빈도가 낮은 주제어나 상관관계는 분석결과에서 배제된다. 데이터 

분석 과정이 주제어의 등장 빈도와 주제어 간의 상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잘 표기되지 않은 주제어, 그리고 그 주제어와의 상관은 분석결과

에 나타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연

구 동향에 대해서만 보여준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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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데이터의 형태는 정형화된 정도에 따라 3가지(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

이터, 정형 데이터)로 분류 된다. 가장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자유로운 형태

의 글이다. 이러한 글들은 규칙이나 양식,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리고 반대편 극단으로 가장 정형화된 데이터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

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자료들이 지정된 양식에 의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Salam, 2006). 반정형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혼재

된 형태로, 비정형 데이터 속에 부분적으로 정형 데이터가 포함되어있다. 

이 세 분류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지는 분류가 아니며 연속적인 선상에 놓이

는 분류이므로(Figure 1), 실제 데이터들이 세 가지 분류에 완벽하게 들어맞

지 않는 경우가 많다.

Figure 1  Data spectrum by structured degree (Berg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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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형 데이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는 

텍스트(Figure 2), 비디오, 전자 우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메모, 이미지,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규격이나 규칙,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

다. 이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어렵

다(Salam, 2006).3) 비정형 데이터는 불규칙 정도에 따라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하기도 한다(Jung, 2013).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

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려

질 것이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출신인 도널드 트럼프는 20일 정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

에서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4년 임기 여정을 시작했다. 
뉴시스 뉴스기사 2017/01/21 

Figure 2  Example of unstructured data  (Park, 2017)

3) BLOBs(binary large objects)의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

스의 일부에 다소 변칙적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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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는 매우 엄격하게 정의되며, 여러 속성이 강

제적으로 규정된다. 정형 데이터는 오늘날 컴퓨터의 자료 저장의 형태로 널

리 쓰이고 있다. 이는 정형 데이터가 자료의 분석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

다. 주로 이용되는 My-SQL, MS-SQL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정형 데이

터에 속하며, Excel 등 스프레드시트 또한 정형 데이터에 속한다.

Figure 3  Example of struct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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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이루

는 연속선 사이에 놓인다. 비정형 데이터는 일부 정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형성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사용되는 

XML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 속한다.

   

Figure 4  Example of semi-structured data (Wiley Online Library, n.d.)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웹사이트로부터 반정형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

를 HTML Parsing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HTML Parsing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논의할 것이며, 구체적인 

HTML Parsing 과정은 연구 방법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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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ML Parsing

HTML 문서에서 표에 있는 값이나 링크, 문단의 글 등 목적에 맞는 특

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HTML Parsing이라고 한다. HTML은 XML에 

비해 문법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HTML 문서들은 대체로 덜 정형화

(structured)되어 있다(Figure 5) 예를 들면 속성값(attributes)에 따옴표가 빠

져있거나, 종료태그(closing element)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Nolan, 2014). 

따라서 XML에 비해 파싱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a href=‘http ://w w w .snu.ac.kr’>서 울 대 학 교 <br>바 로 가 기 </a>
               attributes                              c losing  elem ent

Figure 5  Example of HTML documents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Wiley Online 

Library와 Taylor & Francis Online의 논문 페이지를 파싱하였다. 다행히 두 

웹사이트의 경우 HTML5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 <meta> 태그를 통해 

정형화(structured)된 논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비교적 파싱이 어렵지 않

았다(Figure 6).

(생 략 )

<m eta nam e="citation_journal_title" content="European Law  Journal" /> 
<m eta nam e="citation_title" content="O n the & lsquo;R ationalities& rsqu
o; of European Private Law & ndash;B etw een the Internal M arket and 
Law & am p;apos;s D iscourse" /> 

(생 략 )

Figure 6  Example of <meta> tag (Wiley Online Librar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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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과학 (Network Science)

네트워크 과학이란 물리, 생물, 사회 현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Caldarelli, & Catanzaro, 

2012). 네트워크는 정점(vertex, node)과 간선(edge, link)들로 이루어진 집합

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연구의 시초는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쾨니히즈베르

크의 일곱 다리 문제”의 답이 없다고 증명한 연구이다(Euler, 1741). 쾨니히

즈베르크의 일곱 다리 또한 각 마을을 하나의 정점(vertex)라 보고, 다리를 

간선(edge)라고 보면 4개의 정점과 7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볼 

수 있다(Figure 7). Euler (1741)는 이 문제에 대해 짝수 개의 다리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모든 다리를 한 번씩 건너면서 처음에 위치로 돌아올 수 없

다고 증명했다.

Figure 7  Seven Bridges of Königsberg
(Seven Bridges of Königsberg, n.d.).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네트

워크 과학의 이론과 방법은 단순히 수학의 영역을 넘어서 물리학의 통계 

역학, 컴퓨터 과학의 데이터 마이닝 및 데이터 시각화, 통계학의 추론 모델

링, 사회학의 사회구조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Network Science, n.d.)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들 간의 상관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그

래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시각화는 각 요소간의 상관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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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내용 분석법(Automatic Content Analysis)

새로운 컴퓨터, 정보 기술의 발달은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적 발전을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정보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Evans, 1996).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자료의 분석을 위해 인쇄

물을 직접 읽고 해석해야 했다. 도서의 색인(indexes)이나 목차(contents), 논

문의 주제어(keyword) 등을 이용하면 필요한 내용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할 지라도 사람에 의한 수작업으로는 자료 분

석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컴퓨터의 작업 수행 속도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면 자료 

분석에 걸리는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속도의 

향상으로 사람에 의한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자료들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에 의한 분석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

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분석법을 포괄하여 자동 내용 분석법(Automatic Content Analysis)이라고 부

른다.

컴퓨터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들이 디지털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컴퓨터 분석에 적당하도록 구조화(structured)되

어 있어야 한다. 오늘 날에는 온라인상에 도서, 논문,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이러한 정보

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분산되어 있지

만, 일부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체계화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RISS(http://www.riss.kr), KISS(http://kiss.kstudy.com) 등 학술정보 DB사

이트에 학위 논문, 연구 논문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외에는 Wiley Online Library(http://online.wiley.com), 

Taylor & Francis Online(http://www.tandfonline.com)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Figure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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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ISS Homepage

Figure 9  KISS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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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Wiley Online Library Homepage

Figure 11  Taylor & Francis Online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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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structured)되어 제공되는 학술 DB의 정보들을 이용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한 자동내용분석

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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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과학교육 영역의 주요 국제학술지인 IJSE, JRST에 게재된 2008년부터 2

015년까지 8년간의 논문들을 분석했다. JRST는 Wiley Online Library(http://

online.wiley.com), IJSE는 Taylor & Francis Online(http://www.tandfonline.co

m)에서 제공되는 논문 정보들을 이용하였다. 총 수집된 데이터 수는 1,319

건이었으나, 이 중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이 아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제외하였다.

2.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동내용분석법은 크게 데이터 수집(Data Mining),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데이터 가시화(Data Visualization) 과정으로 나

눌 수 있다(Figure 12).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학술지 논문에 기재된 주제어를 기반으로 하여 각 연구 

주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데이터 가시화 과정에서는 앞서 분석

한 연구 주제 간의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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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Data Mining)

데이터 수집 과정은 Wiley Online Library, Taylor & Francis Online 등 

학술지 논문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정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

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HTML의 형태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HTML 

Parsing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구조화된 데이터인 Excel 

XML(*.xlsx)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R로 해당 기능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수집된 소스코드에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하고자 하는 항

목들이 모두 <meta> 태그의 형태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되어 있어 정

확하게 항목별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학술지의 각 권 호에는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외에도 이슈 정보

(issue information), 서평(book review)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데이터에

서 제외시켰다. 연구 논문이 아닌 경우는 주제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주

제어가 없는 항목의 경우 일괄적으로 삭제했다. 

Data Mining
   - Transforming article information form unstructured to structured format (from HTML to 
Excel)

Data Analysis
   - Determine the unit of analysis
   - Develop the automatic analysis program using R

Data Visualization
  - Determine the format of graph which can visualize effectively
  - Visualize information using network graph

Figure 12  Process of Resear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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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Keywords Original Keywords
alternative conception misconception

argumentation argument
attitude attitudes
belief teacher beliefs

biology education biology
chemistry education chemistry

college/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environment environment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informal, informal science, informal science education

language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learning progression learning progressions

literacy science literacy, scientific literacy
physics education physics

primary school elementary,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ience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cience teacher teacher

secondary school
secondary, high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science

sociocultural
socio-cultural, sociocultural influence, sociocultural 
issues, sociocultural research, sociocultural theories, 

sociocultural theory

socioscientific socio-scientific, socioscientific issues

teacher
science teacher, science teacher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echnology technology education

Deleted Keywords Original Keywords

- Deleted -
concept, conception, conceptions, development, 

education, knowledge, learning, science, science 
education, student, teaching

Table 4  Integrated, or delet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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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논문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는 해당 연구의 주제에 관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두 주제어

가 하나의 논문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두 주제어가 서로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전체 논문에서 등장하는 주제어들을 모두 나열하였다. 이렇게 나열

된 주제어의 수는 총 1,040개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주제어 중 유사한 

주제어의 경우는 하나로 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informal 

education’과 ‘informal science education’, ‘environment’와 ‘environmental 

education’, ‘argument’와 ‘argumentation’ 등은 하나의 주제어로 통합하였다

(Table 4). 또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주제어들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해당되는 주제어는 ‘concept’, ‘conception’, 

‘conceptions’, ‘development’, ‘education’, ‘knowledge’, ‘learning’, ‘science’, 

‘science education’, ‘student’, ‘teaching’으로 총 11개다(Table 4).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어는 총 998개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논문에 

해당 주제어가 등장한 여부를 불린 자료형 행렬(boolean matrix, M)4)로 구

성하였다. 그 이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관행

렬(correlation matrix, Madj)을 계산하였다.

Madj = MMT

위와 같은 식의 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제어 개수의 제곱만큼의 연

산을 수행해야 한다. 즉, 시간복잡도(Time complexity)가 O(n2)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각 연구 논

문의 주제어 간 상관을 규명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간복잡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인간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데이

터 분석 과정 또한 R을 통해 전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4) 0과 1만을 값으로 갖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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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가시화(Data Visualization)

데이터 가시화는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가장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나

타내는 과정이다. 주제어로 나타는 각 연구 주제들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의 형태로 가시화 하였다. 네트워크 그래프의 레이아웃은 

Fruchterman-Reingold Layout Algorithm을 이용하였다. 이는 다른 알고리즘

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3차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ruchterman et al., 1991). 하나의 주제어는 하나의 정점(edge)으로, 두 주

제어 간의 상관은 간선(node)으로 시각화되었다. 주제어의 등장 빈도가 높

을수록 정점의 배경색은 진하게 나타나게 하였고, 두 주제어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간선의 색은 진하게, 굵기는 굵게 나타내었다. 모든 주제어를 그

래프로 그릴 경우, 너무 많은 정점과 간선들로 인해 그래프 해석이 어려웠

다. 따라서 전체 논문에 대해 특정 비율 이내의 등장 빈도를 보인 주제어에

는 시각화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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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빈도로 등장한 주제어를 먼저 살펴보고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연관 주제어들을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또한 높은 상

관을 맺고 있는 주제어들을 살펴보고, 해당 주제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과 과학별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1. 다빈도 주제어 분석

과학교육 영역의 주요 국제학술지인 IJSE, JRST에 게재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는 secondary 

school(157편), inquiry(128편), literacy(97편), primary school(96편), 

assessment(86편), attitude(75편), chemistry education(75편), nature of 

science(75편) 등이 있었다(Figure 13).5)

5)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는 3차원의 인터렉티브한 형태로 그래프를 

가시화 하였으나, 인터렉티브한 조작이 불가능한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후 지면에 첨

부하는 그래프들은 2차원으로 가시화 하였다. 3차원 그래프의 경우 컴퓨터를 통해 

360° 회전이 가능하여, 겹쳐짐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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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Keywords with a high frequency of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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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ment

     alternative conception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belief

     biology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informal education

     inquiry

     language

     literacy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primary school

     qualitative research

     reaso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technology

Figure 14  2D Network Graph of Keywords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의 분석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3차원의 

인터렉티브한 형태로 가시화 하였다. 3차원 그래프의 경우 컴퓨터를 통해 

360° 회전이 가능하여, 겹쳐짐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에서는 인터렉티브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2차원 그래

프가 더욱 가독성이 높다. 따라서 [Figure 15]를 제외한 이후의 그래프들은 

2차원으로 가시화 하였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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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3D Network Graph of Keywords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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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들과 함께 등장한 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주제와 함께 

10편 이상 등장한 주제어들을 추려보았다.

‘secondary school’의 경우는 ‘classroom’(14편), ‘attitude’(14편), 

‘inquiry’(13편), ‘technology’(13편), ‘curriculum’(12편)이 있었다(Figure 16).

     achievement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belief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inquiry

     language

     literacy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reaso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technology

Figure 16  Correlation Graph of ‘secondary school’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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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y’와 함께 등장한 주제어로는 ‘curriculum’(19편)6), ‘primary 
school’(19편), ‘assessment’(12편), ‘teachers’(12편), ‘technology’(12편), 
‘nature of science’(10편)가 있었다(Figure 17).

     achievement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belief

     biology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ontext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equity

     gender

     identity

     inquiry

     interest

     laboratory

     language

     learning progression

     literacy

     motivation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reasoning

     secondary school

     sociocultural

     socioscientific

     teachers

     technology

Figure 17  Correlation Graph of ‘inquiry school’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6) inquiry와 curriculum 두 개의 주제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논문의 수가 19편이라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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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의 경우는 ‘socioscientific’(15편), ‘nature of science’(13편), 

‘curriculum’(12편), ‘language’(10편)가 있었다(Figure 18).

     achievement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belief

     biology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ontext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equity

     gender

     identity

     inquiry

     interest

     laboratory

     language

     learning progression

     literacy

     motivation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reasoning

     secondary school

     sociocultural

     socioscientific

     teachers

     technology

Figure 18  Correlation Graph of ‘literacy’
*등장빈도가 2%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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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school’의 경우 ‘inquiry’(19편), ‘teachers’(13편)가 있었다(Figure 
19). 앞서 ‘secondary school’과 관련된 주제어(Figure 16) 중에서 ‘inquiry’만 

상위 주제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제어의 등장빈도가 ‘primary 
school’은 96편인 반면 ‘secondary school’은 157편이었다. 즉, 중등학교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교에 대한 연구보다 1.64배 더 많았다.

     achievement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belief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inquiry

     language

     literacy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primary school

     reaso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technology

Figure 19  Correlation Graph of ‘primary school’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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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의 경우는 ‘inquiry’(12편), ‘alternative conception’(11편)이 있

었다(Figure 20).

     achievement

     argumentation

     assessment

     attitude

     chemistry education

     classroom
     curriculum

     discourse

     environment

     inquiry

     language

     literacy

 nature of science

     physics education

     reaso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technology

Figure 20  Correlation Graph of ‘assessment’
*등장빈도가 3% 이내의 주제어(정점)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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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가 기존 선행 연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위 30개의 주제어를 Tsai 연구팀(Tsai, & Wen, 2005; Lee, Wu, & Tsai, 
2009; Lin, Lin, & Tsai, 2014)에서 사용한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NARST) 컨퍼런스의 9 Strands 분류와 비교

해보았다(Table 5). 그리고 Chang, Chang, & Tseng (2010)의 연구결과로 나

타난 9가지 주제와도 비교해보았다(Table 6).
  상위 30개의 주제어 중 NARST의 9 Strands에 해당되는 주제어는 총 19
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NARST의 분류와 상당히 일치하였다. 다만 

학교급(primary school, secondary school)나 분과 과학(physics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biology education),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과 관

련된 주제어는 해당 분류에 연결 짓기 어려웠다. 그리고 ‘inquiry’, 
‘literacy’, ‘environment’, ‘language’, ‘achievement’는 해당 분류의 여러 영

역에 공통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특정 분류에 연결 짓기 어려웠다.
  Chang, Chang, & Tseng (2010)의 연구와 비교할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총 17개의 주제어가 해당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주제들의 분

류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Scientific Concept’ 분류에 해당되는 

주제어는 상위 30개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concept(conception, 
conceptions)’이란 주제어 자체를 분석 과정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판단해 삭

제하였고(Table 4), 구체적인 과학 개념과 관련된 주제어(energy, force, 
power 등)는 매우 다양해서 상위 주제어로 속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concept’이란 단어를 주제어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수는 137편으로, 해

당 주제어를 삭제 하지 않았다면 2번째로 많은 주제어가 되었을 것이다. 
분과 과학(physics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biology education),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과 관련된 주제어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결 지을 분

류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NARST 9 Strands에서는 분류가 가능했던 

‘assessment’, ‘informal education’, ‘interest’가 이번에는 분류될 수 없었다. 
이는 Chang, Chang, & Tseng의 9개 주제가 모든 과학교육 연구를 분류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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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T 9 Strands                      This Research      *괄호는 순위를 의미

 Teacher Education teachers(14), professional development(28)

 Teaching teachers(14)

 Learning – Students’ Conception and Conceptual Change
(Learning – Conception) alternative conception(16), conceptual change(29)

 Learning – Classroom Contexts and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 Context) attitude(6), classroom(17), reasoning(19), interest(30)

 Goals and Policy, Curriculum, Evaluation, and Assessment assessment(5), curriculum(10)

 Cultural, Social and Gender Issues argumentation(12), discourse(18), equity(25), sociosicentific(26), 
gender(27)

 History, Philosophy, Epistemology and Nature of Science nature of science(8), belief(20)

 Educational Technology technology(15)

 Informal Learning informal education(22)

None

secondary school(1), inquiry(2), literacy(3), primary school(4), 
chemistry education(7), environment(9), physics education(11), 
biology education(13), language(21), qualitative research(23), 
achievement(24)

Table 5  Comparison of main topics between two paper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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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 Chang, & Tseng (2010)                      This Research      *괄호는 순위를 의미

Conceptual Change and Conceptual Mapping(1) alternative conception(16), conceptual change(29)

Nature of Science and Socio-scientific Issues(2) nature of science(8), argumentation(12), discourse(18), belief(20), 
socioscientific(26)

Professional Development(3) teachers(14), professional development(28)

Conceptual Change and Conceptual mapping(4) conceptual change(29)

Instructional Practice(5) secondary school(1), primary school(4), curriculum(10), 
teachers(14)

Scientific Concept(6)

Reasoning Skills and Problem Solving(7) argumentation(12), discourse(18), reasoning(19)

Attitude & Gender(8) attitude(6), gender(27)

Design-based and Urban Education(9) inquiry(2)

None

literacy(3), assessment(5), chemistry education(7), environment(9), 
physics education(11), biology education(13), technology(15), 
classroom(17), language(21), informal education(22), qualitative 
research(23), achievement(24), equity(25), interest(30)

Table 6  Comparison of main topics between two paper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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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빈도 상관 분석

과학교육 영역의 주요 국제학술지인 IJSE, JRST에 게재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상관도를 높게 보여준 관계는 

‘curriculum – inquiry’(19편), ‘primary school – inquiry’(19편), ‘classroom – 
language’(15편), ‘literacy – socioscientific’(15편), ‘attitude – secondary 

school’(14편), ‘classroom – secondary school’(14편), ‘chemistry education – 
secondary school’(13편), ‘inquiry – secondary school’(13편), ‘primary school 

– teachers’(13편), ‘literacy – nature of science’(13편)이다(Figure 21). 이 주

제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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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ighly correlat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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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rriculum – inquiry

Dewey의 활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대두되고, 소련의 

Sputnik 발사로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Yager, 1981). 이에 따라 Schwab(1958)가 

주창한 탐구로써의 과학(science as enquiry)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

었고(DeBoer, 1991),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urriculum과 inquiry를 동시에 주제어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두 주제어를 포함하는 논문은 총 19편이였

으며(Table 7), 이 중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해당 주제어가 언급된 사례는 16

편이었다. 해당 논문은 모두 탐구 기반 교육과정(inquiry-based curriculum)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을 다시 나눠보면, 탐구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

성 연구가 5편이 있었고, 기타 다른 주제의 연구들이 11편 있었다.

■ 탐구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성 연구

탐구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성 연구들은 탐구 기반 교육과정이 적용됨으

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연구하였다(Wilson et al., 2010; Zhang, & 

Campbell, 2012; Mallya et al., 2012; Smithenry, 2010; Gaigher, Lederman, 

& Lederman; 2014). Wilson et al. (2010)은 같은 학습 목표에 대해 탐구 

기반 교육 과정 자료를 활용한 수업과 일반적인 수업 사이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탐구 기반 수업을 받은 그룹은 일반적인 수업을 받은 그룹보다 

지식, 추론, 논변에 관한 모든 학습 목표에서 우수한 수준을 보였음을 밝혔

다. 일반적인 수업을 받은 그룹은 인종 별로 성취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탐

구 기반 수업을 받은 그룹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hang, & Campbell(2012)은 과학적 탐구와 STS를 도입한 

IELC(Integrated Experiential Learning Curriculum)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IELC는 중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학적 지식을 실세계에서 적용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ELC를 적용한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 IELC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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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의 경우 교사는 과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고, 학

생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 시민 의식(citizen beliefs), 학습 환경에 대한 태

도가 향상되었다.

Mallya et al. (2012)은 미국 뉴욕의 매우 가난한 지역 7학년 학생들에게 

탐구 기반의 과학과 영양학 관련 교육과정인 C3(Choice, Control and 

Change)의 적용 사례를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C3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7)

이 교실 밖까지도 확장되어 이용되었다. 즉, 학생들이 세상을 좀 더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

기 시작했다.

완벽한 탐구 기반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기존 교육과정에 탐구를 적용시

킨 사례연구도 있었다. Smithenry(2010)는 기존 교육과정에 안내된 탐구

(guided-inquiry)를 통합시킨 화학교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고, 기존 교육

과정에서 안내된 탐구가 통합될 수 있는 범위와 빈도, 기존 교육과정을 안

내된 탐구로 전이시키는 수단, 안내된 탐구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목표를 설

정하는 방법을 밝혔다.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연구 결과

를 특정 교육과정의 효과라고 결론내린 연구도 있었다. Gaigher, Lederman, 

& Lederman (2014)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들이 지닌 과학적 탐구에 대

한 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다른 나라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들과 비교하였

다. 연구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과학적 

탐구에 대한 지식이 우수하다고 밝히고, 탐구 기반 교육과정인 

RNCS(Revised National Curriculum Statement)8)가 이러한 결과에 기여했다

고 주장했다.

탐구 기반 교육과정이 적용된 맥락에서 다른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탐구중심으로의 교과서 개혁(Kahveci, 2010), 탐구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Kim, Tan, & Talaue, 2013), 교사의 특

7) C3 교육 과정은 (1) 자신들의 식사 환경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2) 의도적으

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3) 해당 선택을 다른 이들에게 까지 확장시키는 3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 
8) 2003~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된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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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학생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McNeill, Pimental, & Strauss, 2013; 

Fogleman, McNeil, & Krajcik, 2011), 탐구활동과 학생의 흥미 간의 상관 

관계(Jocz, Zhai, & Tan, 2014), 교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Forbes, & Davis, 2010), 학생의 학습성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Gerard, Spitulnik, & Linn, 2010), 시각화(Zhang, & Linn, 

2011; Ryoo, & Linn, 2014), 가상 환경에서의 탐구 실험(McElhaney, & 

Linn, 2011), 탐구 중심 교육과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ynch, Pyke, 

& Grafton, 2012)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탐구 중심으로의 교과서 개혁

Kahveci(2010)은 터키의 10개 중학교 과학교과서와 10개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양적으로 연구하였고, 기존의 교과서들이 전반적으로 교과서에는 

불평등한 성적 표현과 지나치게 많은 수의 질문, 높은 수준의 과학 용어들

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터키의 현재의 교과서들이 양성 평등적

이지 않고, 탐구 중심적이지 않으므로 교과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탐구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Kim, Tan, & Talaue (2013)는 틀에 박히고 교사 중심적인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탐구 기반 교육과정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연구하였다. 

50명의 예비교사와 41명의 현직교사들이 설문지, 대화, 반성적 글쓰기, 집

단 토의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탐구를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으며, 과정 기술보다는 PCK가 탐구 기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행함에 있어 

기존 평가 체계로 인한 한계를 많이 느꼈다.

■ 교사의 특성이 학생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McNeill, Pimental, & Strauss (2013)은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교수적 실행(intructional practices), 교육과정 실행(curru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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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선행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였다. 모둠활동(group work)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강의에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성취가 좋았으며,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들

이 논변(argument)과 지식 공유가 많은 수업은 교육과정에 치중한 수업보다 

학생들의 성취가 좋았다.

Fogleman et al. (2011)은 19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탐구 기반의 

중학교(middle school) 과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 연구하

였다. 교육과정 적응도(소요 시간, 완성 수준, 활동 구조), 교사 효능감(교사

의 편안함, 학생의 이해), 교사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았고, 교사의 경험과 활동 구조가 학생들의 성취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전에 탐구 기반 교육과정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취가 좋았으며, 탐구

(investigation)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의 탐구를 관찰한 학생

들보다 성취가 좋았다.

■ 탐구활동과 학생의 흥미 간의 상관관계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나날이 감소하

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 관련 직종에 우수한 인력이 줄어들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이슈들을 대처하기 힘들어진다. 싱가포르에서는 탐구 학습

(inquiry learning)이 학생의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교육과정에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Jocz, Zhai, & Tan 

(2014)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내에서의 탐구활동이 실제 학생들

의 과학 흥미의 증가시켰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425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7명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로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 대해 매우 

높은 흥미를 느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여가시간 

과학 활동이 과학 수업에서의 흥미 증가에 큰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성별

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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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설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Forbes et al. (2010)은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탐구 기반 수업을 계

획하는 과정에서 과학 교육 과정 자료(curriculum materials)를 어떻게 적용

하는지 연구하였다. 질적 연구법을 사용하여 예비 교사가 교육과정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조사하였고, 그들의 결정이 과학 

수업에서의 탐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비 초

등교사는 교육과정에서 탐구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더욱 탐구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업에서 탐구의 

방향은 그들이 선택한 탐구 기반의 교육 과정 자료들에 의해 대부분 결정

되었다.

■ 학생의 학습성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Gerard et al. (2010)은 온라인 학습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 성과를 바

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교수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하

는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성 개발이 지구과학에서 탐구 기반 과학교수

와 학생의 지식 통합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알아보았다. 학생의 학습 활동

에 대한 평가 기능이 온라인 교육과정에 탑재되어 있다. 교사는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수활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학생들

의 성취는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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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curriculum inquiry-based 
teaching

Tiberghien, Vince, & 
Gaidioz (2009)

Design‐based Research: Case of a teaching sequence on 
mechanics IJSE

curriculum inquiry-based 
teaching Kahveci (2010) Quantitative analysis of science and chemistry textbooks for 

indicators of reform: A complementary perspective. IJSE

curriculum inquiry-based 
teaching Smithenry (2010) Integrating guided inquiry into a traditional chemistry 

curricular framework IJSE

curriculum narrative inquiry Hwang (2011) Narrative Inquiry for Science Education: Teachers’ 
repertoire‐making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curriculum IJSE

curriculum inquiry-based 
teaching

Zhang, & Campbell 
(2012)

An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the integrated 
experiential learning curriculum in Beijing, China IJSE

curriculum
inquiry science; 

inquiry-based 
teaching

Kim, Tan, & Talaue 
(2013)

New vision and challenges in inquiry-based curriculum 
change in Singapore IJSE

curriculum 
enactment scientific inquiry McNeill, Pimentel, & 

Strauss (2013)

The impact of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beliefs, 
curricular enactments and experience on student learning 
during an inquiry-based urban ecology curriculum

IJSE

Table 7  Articles with curriculum and inquiry a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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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student-centered 
curriculum

inquiry
Jocz, Zhai & Tan 
(2014)

Inquiry Learning in the Singaporean Context: Factors 
affecting student interest in school science

IJSE

science 
curriculum

scientific inquiry; 
views about 

inquiry

Gaigher, Lederman & 
Lederman (2014)

Knowledge about Inquiry: A study in South African high 
schools.

IJSE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Liu & Hmelo-Silver 
(2009)

Promoting complex systems learning through the use of 
conceptual representations in hypermedia.

JRST

curriculum inquiry
Wilson, Taylor, 
Kowalski & Carlson 
(2010)

The relative effects and equity of inquiry-based and 
commonplace science teaching on students' knowledge, 
reasoning, and argumentation

JRST

curriculum 
materials

inquiry
Forbes & Davis 
(2010)

Curriculum design for inquiry: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science curriculum 
materials.

JRST

curriculum inquiry
Gerard, Spitulnik,  & 
Linn(2010)

Teacher use of evidence to customize inquiry science 
instruction.

JRST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Zhang, & Linn 
(2011)

Can generating representations enhance learning with 
dynamic visualizations?

J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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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Fogleman, McNeill, & 
Krajci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teachers' adaptations of a middle 
school science inquiry‐oriented curriculum unit on student 
learning

JRST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McElhaney, & Linn 
(2011)

Investigations of a complex, realistic task: Intentional, 
unsystematic, and exhaustive experimenters

JRST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Mallya et al. (2012)
Extending science beyond the classroom door: Learning from 
students' experiences with the Choice, Control and Change 
(C3) curriculum

JRST

middle school 
science 

curriculum
inquiry

Lynch, Pyke, & 
Grafton (2012)

A retrospective view of a study of middle school science 
curriculum materials: Implementation, scale‐up, and 
sustainability in a changing policy environment

JRST

curriculum inquiry Ryoo, & Linn (2013)
Designing guidance for interpreting dynamic visualizations: 
Generating versus reading explanations

J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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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mary school – inquiry

‘primary school’과 ‘inquiry’를 동시에 주제어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총 19편이었으며, 모두 초등학생이나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탐구기반 

교수학습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었다(Table 8).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0편이 있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5편 

있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4편이 있었다.

■ 교사의 지식, 신념, 가치, 인식 등에 대한 연구

Santau et al. (2010)은 ELL(English language learning) 학생들을 가르치

는 교사들의 지식과 활동(practice) 4가지 대해 연구하였다. 지식적으로는 

과학적 내용 지식(knowledge of science content)을, 활동으로는 학생들의 과

학적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 과학적 탐구를 증진하는 활동, 과학 학습 동안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시 초등학교의 ELL 학생

들을 가르치는 32명의 3학년 교사, 21명의 4학년 교사, 17명의 5핫년 교사

들이 설문응답, 학급관찰 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의 지식과 

활동들은 개혁지향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

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3학년 교사와 5학년 교사 사이의 일부 학년 

차이를 확인했다.

교사들이 실습(practical work)을 꺼려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수자료(teaching material), 실습에 

대한 실패가능성이 낮은 전략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실습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Kim, & 

Tan (2011)은 실습에 대한 교사들의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실습에

서 교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에 대한 예비교사들

의 생각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한국의 대학교 3학년 예비교사 38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실습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갈등과 

타협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예비 교사들은 실습에 대한 이해와 염려에 관해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 재료, 교육과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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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가정과 가치 또한 어려움에 혼재되어 있다.

Kim, Tan & Talaue (2013)은 틀에 박히고 교사 중심적인 현재의 교육과

정에서 탐구기반 교육과정의 강조를 교사가 어떻게 느끼는지 연구하였다. 

교사들의 생각은 교사들은 촉진자로서 교사의 책임, (과정기술(process skill)

보다는) 특별한 내용 지식(privileging content knowledge), 현재의 교육 맥락

에서 평가 시스템 등 3가지로 나타났다. 

Lucero, Valck, & Schellens (2013)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에콰도르 현직 

교사들과 그들의 과학 교수법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탐구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했는지, 그들이 제공 한 지원 수준 및 그들

이 수행 한 탐구 유형을 알아내고자 했다. 173명의 교사에게 적용된 4개의 

설문지는 고맥락적 신념(high context belief)과 약간 높은 자기 효능감에 대

한 신념(moderately high self-efficacy belief)을 밝혀 냈다. 교사는 자료 실

제 다루는 것 그리고/또는 결론이 이르는 것보다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한 활동을 주로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자

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엄격하게 가이드 된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문제의 공

식화와 해결 절차의 선택과 관련하여 통제된 상황을 유지했다. 그리고 교사

의 맥락적 신념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맥락적 신념이 낮은 교사는 맥락적 신념이 높은 교사와 

비교할 때 탐구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탐구 활동에서 

높거나 낮은 지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 높고 낮은 교사 모두 동

일하게 존재함을 발견했다.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과학학습에서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과학적 탐구에 대한 기본

적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수업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Ireland et al. (2014)는 교사가 직접 자기 보고(self-reported)를 

하는 방법으로 탐구를 통한 과학학습을 연구하였다. 20명의 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 탐구를 통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6가지의 접근이 있었으며, 이는 

다시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경험 중심(experience-centered) 분류에는 자

유(free) 탐구, 묘사된(illustrated) 탐구가 있었고, 문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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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centered)의 분류에는 해법(solution) 탐구, 방법(method) 탐구가 있

었다. 그리고 질문 중심 분류(question-centered)에는 주제(topic) 탐구, 보호

자(chaperoned) 탐구가 있었다.

■ 교사의 교실 수업에 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탐구가 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가 있다. 이 분야의 일부 연구가 학생 주도의 개방적 과학 탐구 활동

(student-directed, open-ended scientific inquiry)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공 사

례를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 및 과

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Tan, & Wong 

(2012)는 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6학년 과학 교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이야기를 세 하게 분석(microanalysis)하여, 일반적인 과학 내용

(canonical science content)을 가르치기 위한 귀납적 실습 활동(inductive 

hands-on activity)을 사용할 때 교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딜레마를 

설명했다.

Forbes, & Davis (2010)는 예비교사들이 이미 존재하는 과학 교육과정 

자료들을 탐구 기반 과학 수업 계획에 어떻게 동원하고 적용하는지를 연구

하였다. 양적 연구법을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에서 나타나는 예비교사들의 

의사결정을 알아보고, 그들의 결정이 과학 탐구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

는지 살펴보았다. 예비교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탐구기반 교육과정 자료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더욱 탐구수업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한 수업의 탐구 방향은 상당 부분 교육과

정 자료가 초기에 수업 계획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상당한 영향

을 받았다.9)

9) 앞서 curriculum-inquiry와 중복되는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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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교사들의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전문

성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있었다. Brenda, & Moore (2011)

는 학교 차원에서 2년간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이 프로그

램에 30명의 초등교사, 3명의 대학교수, 2명의 콘텐츠 관리자(central office 

content supervisor)가 참여하였다. 교사의 철학적 및 기술적인 변화를 살펴

보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학습 환경을 형성했는지 분석하였다.

과학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학교의 책무성이 증가함에 따

라,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신념과 교실 행동 사이의 이론적 연관성이 강조

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교사의 신념 체계, 

교수법 및 학생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Lumpe et al. (2012)

은 교사들이 대규모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초등 교사의 과

학교수 효능감(science teaching efficacy)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이러

한 신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과

학교수 효능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학생의 과학 성취도와

도 일부 관련이 있었다.

PCK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Avraamidou, & Zembal-Saul (2010)은 2

명의 1년차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이들 활동(practice)의 어떠한 측면이 탐구

기반 접근과 일치하지, 어떠한 PCK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

러한 PCK의 본질과 발달은 어떠한 경험과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두 교사는 수업에서 모두 질문으로 탐구를 이끌어 나갔고

(question-driven), 관찰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결

을 만들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게 했다. 연

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업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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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대화 분석 연구

학생들의 대화 분석 연구로는 대화를 통해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지식 창출(knowledge 

creation)’이란 공동체가 집단적인 지식(collective knowledge)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 생성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alst, & Truong (2011)은 IB 초등과정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me)에 참여중인 16명의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지식 창출에 필요한 담론(discourse)이 얼마나 향상되

었는지 연구하였다. 1단계로 5달 동안 모델링에 필요한 교실 내 기풍(ethos)

을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2달 동안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해 학습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IB 초등과정을 통해 학생

들의 지식 창출의 담론(knowledge creation discourse)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어떻게 증거가 교실 내의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지 연구한 사례도 있었

다. 최근 과학교육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주장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직접 구성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과학적 주장을 지지하기 위

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증거들이 매우 객관적이고 자명하며 

사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Manz (2015)는 어떻게 증거가 교실 내에서 구

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증거 객관화(objectification of 

evidence)의 문제와 그것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연구하였다.

■ 학생들의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 생물 연

구소에서 진행된 실제적인 연구 활동(practical research activities)을 통해 학

생들의 과학적 소양의 발달, 과학자에 대한 개념, 과학을 하는 방식에 알아

본 연구가 있었다. 136명의 학생들은 두 가지 연구 활동에 참여한 이후, 이

전의 과학 습관에 대한 설문에 응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 (1) 

실험실 방문 안내, (2) 연구 테마의 간략한 발표, (3) 두 번의 실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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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과학 개념에 관한 설문지.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

든 실험 단계를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결

과와 결론을 잘못 해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들은 이러한 유형의 야

외 활동은 어린이의 의미 있는 과학 학습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 탐구를 수행 할 때 어린이가 몇 가지 공통적 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과학 활동(practical science activities)을 함에 있어 더욱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해냈다.

■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

탐구 기반 과학교육은 과학 개념, 원리,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개념적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들 자

신을 과학 학습자로써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Zhai, Jocz, 

& Tan (2014)는 161명의 싱가포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하는 것(doing science)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실제 과학자들과 비교하는지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과학을 하는 것

에 대해, 손으로 만지면서 탐구하는 것(conducting hands-on investigation),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learning from the teacher), 워크북을 끝내는 것

(completing the workbook), 사회적 과정을 수행하는 것(a social process)이

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과학자에 대해 품행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

며, 과학자들은 혼자 일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실험

을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과학자들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위험한 실험을 수행해야 하고, 교사의 말을 듣거나 워크북을 끝

내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들은 과학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했

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 과학과 진짜 과학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실에서의 활동이 학급 내에서 경험한 것들과 

과학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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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beginning 
elementary 

teachers

inquiry-based 
science

Avraamidou, & 
Zembal-Saul (2009)

In search of well‐started beginning science teachers: Insights 
from two first‐year elementary teachers

JRST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Biggers, & Forbes 
(2012)

Balancing teacher and student roles in elementary classrooms: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learning about the inquiry 
continuum

IJSE

elementary 
school

scientific inquiry
Boaventura et al. 
(2013)

Promoting science outdoor activiti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ntributions from a research laboratory

IJSE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inquiry-based 

teaching

Brand, & Moore 
(2011)

Enhancing teachers’ application of inquiry‐based strategies 
using a constructivist sociocultural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

IJSE

elementary 
science

inquiry Forbes et al. (2014)
Explanation-Construction in Fourth-Grade Classrooms in 
Germany and the USA: A cross-national comparative video 
study

IJS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inquiry

Forbes, & Davis 
(2010)

Curriculum design for inquiry: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science curriculum materials

JRST

Table 8  Articles with primary school and inquiry a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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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elementary 
school

inquiry
Garcia-Mila, 
Andersen, & Rojo 
(2011)

Elementary students' laboratory record keeping during scientific 
inquiry

IJSE

elementary 
science

inquiry teaching; 
inquiry 

approach; 
inquiry stance

Ireland et al. (2014)
Approaches to Inquiry Teaching: Elementary teacher's 
perspectives

IJS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inquiry-based Kim, & Tan (2011)

Rethinking difficulties of teaching inquiry‐based practical 
work: Stories from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IJSE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Kim, Tan, & Talaue 
(2013)

New vision and challenges in inquiry-based curriculum change 
in Singapore

IJSE

elementary 
education

inquiry-based 
teaching

Lucero, Valcke, & 
Schellens (2013)

Teachers' beliefs and self-reported use of inquiry in science 
education in public primary schools

IJSE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Lumpe et al. (2012)
Beliefs about teaching sc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tudent achievement

IJ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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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elementary 
school science

inquiry Manz (2016)
Examining evidence construction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material world into community knowledge

JRST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Oliveira (2011) Science communication in teacher personal pronouns IJSE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Santau et al. (2010)
US urban elementary teachers’ knowledge and practices in 
teaching science to English language learners: Results from 
the first year of a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vention

IJSE

elementary 
school science

inquiry science Tan, & Wong (2012)
‘Didn't Get Expected Answer, Rectify It.’: Teaching science 
content in an elementary science classroom using hands-on 
activities

IJSE

prim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van Aalst, & Truong 
(2011)

Promoting Knowledge Creation Discourse in an Asian Primary 
Five Classroom: Results from an inquiry into life cycles

IJSE

primary school 
science

inquiry science
Zhai, Jocz, & Tan 
(2014)

‘Am I Like a Scientist?’: Primary children's images of doing 
science in school

IJSE

elementary 
school

inquiry-based 
teaching

Zhang, & Campbell 
(2012)

An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the integrated 
experiential learning curriculum in Beijing, China

IJ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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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ssroom – language

‘언어(language)’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를 살펴보면 ‘languag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anguage, n.d.)

1. a system of communication by written or spoken words, which is used by the people 

of a particular country or area

2. the use of written or spoken words

3. a particular styleor type of words

4. informal words that most people think are offensive

5. → strong language

6. technical a system of instructions for operating a computer

7. signs, movements, or sounds that express ideas or feelings

두 주제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15편의 논문들 또한 ‘language’의 의미

를 다양하게 쓰고 있었다(Table 9). 2, 3, 7번의 정의에 따른 연구들이 있었

으며, 이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의사소통을 위한 말

과 글”(language [Def 2], n.d.)에 관한 연구다. 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연구

들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이나 교사의 담화나 학습 성과물에 적인 

글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언어적 표현에 대한 특정한 종

류’(language [Def 3], n.d.)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에 속하는 연구는 한 가

지가 있었는데, 일생 생활 언어와 과학 언어에 관련된 연구였다(Brown, & 

Ryoo, 2008). 마지막 유형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신호, 움직임, 

소리’(language [Def 7], n.d.)에 관한 연구들이다. 말과 글을 넘어서서 광의

의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이에 속하는 연구는 2편이 있었는

데, 하나는 자신이 이해한 바를 여러 방법(글, 수식,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

게 한 연구였고(Hand, Gunel, & Ulu, 2009), 다른 하나는 과학 현상과 개념

에 대한 드라마 활동을 연구했다(Varelas et al., 2010). 위에 속하지 않는 

연구들은 2편이 있었다. 해당 두 편은 교실과 언어가 연구의 주요 주제가 

아닌 연구들이었다(Nobel et al., 2012; Buxto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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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서의 학생이나 교사의 담화나 글에 대한 연구

Gomes, Mortimer, & Kelly(2011)은 화학 교실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고 배제된 학생 간의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자

들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60시간의 교실 수업을 촬영하였고, 이를 모두 전

사해서 분석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화학 개념을 제대로 이

해하였고, 이러한 적극적 참여는 우정(friendship), 과학적 개념에 대한 학습, 

지식의 공유라는 3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Ash(2008)은 주제가 연결되는 수업(thematic continuities)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업 촬영물, 

1:1 인터뷰, 연구자나 교사의 문화기술지 노트(ethnographic note), 글로 된 

학습성과물을 연구 자료로 이용했다. 주제가 연결되는 수업은 이전에는 분

절되어 있던 과학적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Aguiar, Mortimer & Scott (2010)은 학생의 질문이 교사의 설명 구조나 

교실 내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고, 실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Oliveira (2010)는 초등 교사를 상대로 탐구 기반 질

문법(inquiry-based questioning)에 대해 전문성 개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사

들의 질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였다. 교육을 받은 후, 교사들은 

교사의 질문이 사회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했고 자신들의 수업에서 

관계 질문(referential question)을 2배 이상 사용하게 되었다. Randinsky, 

Oliva, & Alamar (2010)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대화를 분석하였다.

Chin, & Osborne (2010)은 학생들의 질문이 가지는 잠재성에 대해 인식

론저거 차원, 체험적 차원에서 연구하였고, 학생들의 질문을 스캐폴드하고 

좋은 논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논변을 구조화하고 말로 표현

하는 것을 돕는 것이 학생들의 생산적 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Yerrick, Schiller, & Reisfeld (2011)은 과학 수업에서 하급반(lower track)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교사’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고, 

Lehesvuori et al. (2013)은 교사가 주도하는 학급 전체 토의에서 대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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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발전되고 진행되는지 연구하였다.

■ 교실에서의 일상 언어와 과학 언어에 관한 연구

Brown & Ryoo (2008)는 과학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해당 

현상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일상생활의 언어

를 먼저 사용하여 가르치는 “내용우선(content-first)” 접근을 사용한 결과, 

보다 학생들의 이해가 향상되었다.

■ 교실에서의 말과 글을 넘어선 표현에 대한 연구

Hand, Gunel, & Ulu (2009)는 전기 단원을 배운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해한 바를 여러 방식(글로만 표현, 글과 수식으로 표현, 글과 그래프로 표

현)으로 표현하게 하고, 표현 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를 비교했다. 여러 

방식의 표현을 사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취가 좋았다.

Varelas et al. (2010)는 과학 현상과 개념에 대한 드라마 활동이 아동의 

과학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물질적, 사회적, 표상적 차원에서 연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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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classroom language
Gomes, Mortimer, 
Kelley (2011)

Contrasting stories  of inclusion/exclusion in the chemistry 
classroom

IJSE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Ash (2008)
Thematic continuities: Talking and  thinking about adaptation 
in a socially complex classroom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Brown, & Ryoo 
(2008)

Teaching science as a language: A  “content-first” approach 
to science teaching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Hand, Gunel, & Ulu 
(2008)

Sequencing embedded multimodal  representations in a writing 
to learn approach to the teaching of electricity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Bryce, & MacMillan 
(2008)

Momentum and kinetic energy: Confusable  concepts in 
secondary school physics

JRST

Table 9  Articles with classroom and language a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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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Aguiar, Mortimer, & 
Scott (2010)

Learning from and responding to students'  questions: The 
authoritative and dialogic tension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Varelas et al. (2009)
Drama activities as ideational resources  for primary-grade 
children in urban science classrooms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Oliveira (2010)
Improving teacher questioning in science  inquiry discussions 
through professional development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Radinsky, Oliva, 
Alamar (2010)

Camila, the earth, and the sun:  Constructing an idea as 
shared intellectual property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Chin, Osborne (2010)
Students' questions and discursive  interaction: Their impact 
on argumentation during collaborative group  discussions in 
science

J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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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Yerrick, Schiller, 
Reisfeld (2010)

“Who are you callin'expert?”: Using  student narratives to 
redefine expertise and advocacy lower track science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McNeill (2011)
Elementary students' views of  explanation, argumentation, and 
evidence, and their abilities to construct  arguments over the 
school year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Noble et al. (2012)
“I never thought of it as freezing”: How  students answer 
questions on large‐scale science tests and what they know 
about science

JRST

language of classroom science
Lehesvuori et al. 
(2013)

Visualizing communication structures in  science classrooms: 
Tracing cumulativity in teacher-led whole class  discussions

JRST

language of science and 
classrooms

Buxton et al. (2015)
Teacher agency and professional learning:  Rethinking fidelity 
of implementation as multiplicities of enactment

J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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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teracy – socioscientific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이 SSI(socioscientific issues)와 관련도가 

높은 이유는 과학적 소양에 대해 정의하면서 상당수가 사회적 요소를 강조

하고 있기 때문이다. Shen (1975)는 과학적 소양을 실제적인(practical), 시

민의(civic), 문화적(cultural) 소양으로 분류하면서, 시민의 과학적 소양은 시

민이 과학과 관련된 사회의 문제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Miller (1983)는 과학적 소양을 ‘과학의 특성’, 

‘과학의 내용지식’,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했으며, Hirsch (1987)은 과학적 소양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2007)에서는 미래 사회는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군이 지배적일 

것임을 전제하였고, 과학적 소양은 곧 이러한 능력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MOE, 2015)에서도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교육과

정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다(Sadler, 

2004). 즉,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과학적 소양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literacy’와 ‘socioscientific’간의 상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15편의 논문들 중 14편은 ‘socioscientific issues’를 주제어로 가지고 있었

고, 나머지 1편만 ‘socioscientific’을 주제어로 가지고 있었다(Table 10). 

‘socioscientific’을 주제어로 가지는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또한 

SSI(socioscientific issues)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15편의 논문은 모두 SSI 

관련 논문으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12편의 논문이 ‘scientific literacy’를 주

제어로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 3편은 ‘science literacy’였다. 이도 마찬가지

로 15편의 논문이 모두 과학적 소양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과학적 소양이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Dillon, 2009; Witzig et al., 2013). 하지만 목표로 삼는 과학적 소양이 정

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일된 의견이 없다(Laugksch, 2000; Lee et al., 

2014). 따라서 과학적 소양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할 때 과학적 소양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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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선행 연구를 따르기 보다는, 15편의 논문을 통해 귀납적으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IJSE, JRST의 SSI를 연구

하는 학자들이 과학적 소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도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소양과 SSI가 관련된 15편의 논문에는 교사에 

대한 연구가 2편, 학생에 대한 연구가 11편,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1편,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가 1편이 있었다.

■ 교사에 대한 연구

이 분류에는 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들이 속한다. 예를 들면 대학원 TA 또한 교사로 분류하였다. 

Gardner, & Jones (2011)은 유전자 변형 작물(GMO)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대학원 TA들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Lee et al. (2012)는 대한민국 예비 과

학교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격과 가치10)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해 연구하였다.

■ 학생에 대한 연구

학생에 대한 연구로는 NOS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Bell, Matkins, 

& Gansneder (2011)은 NOS를 가르치는 방식과 NOS를 가르치는 맥락이 

예비교사의 NOS에 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11) 가르치

는 방식이란 NOS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느냐, 암시적으로 가르치느냐를 말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맥락이란 NOS를 단독 주제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등 SSI 수업의 맥락에서 NOS를 가르쳤지는지를 말

하는 것이다. 명시적인 수업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NOS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고, 단독 주제로써 명시적인 NOS 수업을 받은 학생

들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NOS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었

다. Schalk (2012)는 SSI가 반영된 미생물학 수업에서 SSI의 개입이 학습자

들의 과학적 소양을 개발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연구하였고, 학생

10) 여기서 말하는 성격과 가치는 Choi et al. (2011)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1) 예비교사가 수업의 학생으로서 참여한 연구이므로, 학생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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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추론능력과 NOS가 발달함을 밝혔다. Eastwood et al. (2012)는 학생의 

NOS에 명시적-반성적 NOS 수업이 끼치는 영향과, SSI 수업과 전통적 방

식의 내용기반 수업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SSI와 내용기반수업 그룹은 

대부분의 NOS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지만 그룹 간 향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 이후 응답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SSI 그룹의 학생들은 사회적/문화적 NOS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사

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Khishfe (2015)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NOS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기억이 장기간 지속되는지 연구

하였다. 중동지역 10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4달 후 3번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6주간의 명시적인 NOS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NOS

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4주 이후의 평가에서는 수업을 받기 

전의 상태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NOS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였다.

학생의 SSI 추론능력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앞서 NOS 연구들에서 언급

되었던 Schalk (2012)의 연구에서도 SSI가 반영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추

론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힌바가 있다. 이 외에도 Lindahl & Linder 

(2013)또한 학생의 SSI 추론을 사회적 구조(societal structures), 조력자

(agency), 신뢰와 보안에 관한 다룸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Zeidler 

et al. (2013)는 여러 문화권에서의 SSI 추론의 인식론적 패턴을 분석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과학적 정체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했

다. 공정성(Fairness), 실용주의(Pragmatism), 감정적 추론(Emotive 

Reasoning), 도구(Utility), 종교적 이슈(Theological Issues)에 관해서는 문화

간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SSI 추론을 규정하는 것과 인식론적 믿

음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방법 또한 공통적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과학적

으로 유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

었다.

SSI를 주제로 하는 학생 글쓰기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 Ritchie, 

Tomas, & Tones (2011), Tomas & Ritchie, & Tones (2011)은 생물보안

(biosecurity)이라는 SSI 주제로 글을 쓰게 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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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일련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생물 보안이라는 주제에 더욱 친숙해졌으며 관련 생

물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발달되었고 과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다.

위 주제들 외에도 SSI 교수법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써 갖춰야할 성격

과 가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3), SSI 관련 글쓰기 과정

에서 참고한 자료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그 자료들을 사용하였

는지에 대한 연구(Witzig et al., 2013)가 있었으며, 전통적 수업과 논변 기

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SSI 주제로 다룬 논변활동에서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Grooms, Sampson & Golden, 

2014).

■ 교육 과정 /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Qatar의 과학교육과정이 환경 과학 소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Khishfe, 2014),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로

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평가 문항 들

이 SSI를 지향하는 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

(Sadler, & Zeidl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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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Ritchie, Tomas, & 
Tones (2011) Writing stories to enhance  scientific literacy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Gardner, & Jones 
(2011)

Perceptions and practices: Biology graduate  teaching 
assistants’ framing of a controversial socioscientific issue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Schalk (2012) A socioscientific curriculum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distal and proximal NOS conceptualizations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Lee et al. (2012)

Developing character and  values for global citizens: Analysi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moral  reasoning on 
socioscientific issues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Eastwood et al. 
(2012)

Contextualizing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in  socioscientific 
issues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Lee et al. (2013) Socioscientific issues as  a vehicle for promoting character 

and values for global citizens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Lindahl, & Linder 
(2013)

Students’ Ontological Security and Agency in  Science 
Education—An Example from Reasoning about the Use of 
Gene Technology

IJSE

Table 10  Articles with literacy and socioscientific a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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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uthor Title Journal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Witzig et al. (2013) The interface of opinion,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while 

learning about a socioscientific issue IJSE

science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Grooms, Sampson, 
Golden (2014)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and inquiry 
laboratories in supporting  undergraduate science students in 
constructing arguments around  socioscientific issues

IJSE

science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Khishfe (2014) A reconstructed 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literacy: The 

case of Qatar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Khishfe (2015) A look into students’  retention of acquired nature of science 

understandings IJSE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Sadler, & Zeidler 
(2009)

Scientific literacy, PISA,  and socioscientific discourse: 
Assessment for progressive aims of science  education JRST

science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Bell, Matkins, & 
Gansneder (2011)

Impacts of contextual and explicit instruction 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science JRST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Tomas, Ritchie, & 
Tones (2011)

Attitudinal impact of  hybridized writing about a 
socioscientific issue JRST

scientific 
literacy

socioscientific 
issues

Zeidler, Herman, 
Ruzek, Linder, & 
Lin (2013)

Cross-cultural epistemological orientations to  socioscientific 
issues J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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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 과학별 분석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합산

하여 각 분과 과학 별 주제어의 등장 빈도를 살펴보았다. 합산된 주제어 목

록은 [Table 11]에 나열하였다. 분과 과학별 주제어 등장 빈도를 살펴보면 

화학>물리>생물>지구과학 순이었다(Figure 22). 즉, 화학교육에 관련된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지구과학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적었다. 지구과학교

육 연구들도 대부분 천문학이나 지질학 위주였고 대기과학이나 해양학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다만 일부 대기과학이나 해양학을 다룬 연구들이 환

경 교육과 관련된 주제어를 가지고 있어 분과 과학별 분석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Sub-science Related Keywords
Physics physics, physics education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education
Biology biology, biology education

Earth Science
earth science, astronomy, geology, geoscience, 

earth and space science teacher education
*atmospheric science, meteorology, oceanography에 관한 주제어는 없었다.

Table 11  Keywords related to each sub-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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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과 과학과 연관된 주제어들을 [Table 12]에 정리하였다. 분과 영

역 별로 주로 연구된 주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중 화학 영역과 

지구과학 영역은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키워드가 일치하였다.

■ 학교 급에 관한 주제어

‘secondary school’은 네 영역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primary school’은 지구과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다른 영역에

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 교육 연구들이 중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다수 이루어졌으며, 지구과학 영역만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역 별로 비중의 차이가 있었던 주제어

‘alternative conception’에 대한 연구는 생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

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assessment’에 대한 연구는 물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nquiry’와 ‘reasoning’

은 화학, 지구과학 영역에서, ‘attitude’는 물리, 생물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한 가지 영역에만 주로 나타난 주제어

한 가지 영역에서만 주로 나타난 주제들도 있었다. 물리 영역만  

‘achievement’, ‘qualitative research’가 상위권에 있었고, 생물 영역에만 

‘curriculum’, ‘nature of science’가 상위권에 있었으며, 지구과학 영역에만 

‘argument’가 상위권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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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 Education (75) Chemistry Education (70) Biology Education (61) Earth Science Education (47)

Keywords Ratio Keywords Ratio Keywords Ratio Keywords Ratio

1. qualitative research (8) 10.7% 1. secondary school (13) 18.6% 1. secondary school (12) 19.7% 1. alternative conception (6) 12.8%

1. secondary school (8) 10.7% 2. alternative conception (7) 10.0% 2. assessment (6) 9.8% 1. primary school (6) 12.8%

3. alternative conception (7) 9.3% 2. assessment (7) 10.0% 2. curriculum (6) 9.8% 1. secondary school (6) 12.8%

4. achievement (5) 6.7% 4. inquiry (6) 8.6% 4. attitude (5) 8.2% 4. reasoning (5) 10.6%

4. attitude (5) 6.7% 4. reasoning (6) 8.6% 4. nature of science (5) 8.2% 5. argument (3) 6.4%

∬ ∬ ∬ 5. assessment (3) 6.4%

8. primary school (4) 5.3% 7. qualitative research (5) 7.1% 7. primary school (4) 6.6% 5. inquiry (3) 6.4%

12. assessment (2) 2.7% 15. primary school (1) 1.4% 8. alternative conception (3) 4.9% ∬

12. reasoning (2) 2.7% 15. qualitative research (2) 3.3% 12. qualitative research (1) 2.1%

19. inquiry (1) 1.3% 15. inquiry (2) 3.3%

15. reasoning (2) 3.3%

Table 12  Related keywords by sub-science

* Rank. Keyword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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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로, 최근 8년간 

IJSE, JRST에 투고된 과학교육 논문들의 주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당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탐구(inquiry), 소양(literacy), 평가(assessment), 

태도(attitude),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학교

급 별로 살펴보면,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 대한 연구들이 초등학교

(primary school)에 대한 연구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

는 탐구(inquiry)와 교사(teachers)와 관련된 주제가 많았으며, 중등교육에 대

한 연구는 태도(attitude), 교실(classroom)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분과 과학

별로 살펴보면, 화학교육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물리교육과 생물교육의 연

구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구과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연구 중 다수는 천문학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지질학에 대한 연구는 

적게 나타났고 대기과학이나 해양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네 분과에서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초등교육

에 대한 연구는 지구과학 영역에서만 중등교육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히 이

루어졌다. 대안 개념(alternative conception)에 대한 연구는 모든 분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평가(assessment)에 대한 연구는 화학, 생물, 지구과

학 영역에서, 탐구(inquiry)와 추론(reasoning)에 대한 연구는 화학, 지구과학 

영역에서, 태도(attitude)에 대한 연구는 물리, 생물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

다. 한 가지 분과에서만 두드러지게 연구된 주제들도 있었다. 물리 영역에

서는 성취(achievement)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연구 방법적으로는 질적 연

구(qualitative research)가 많았다. 반면 생물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curriculum),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지구과

학 영역에서는 논변(argument)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두 번째로, 최근 8년간 IJSE, JRST에 투고된 과학교육 논문들의 주제들 

중 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주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상관도가 가

장 높았던 주제어는 탐구(inquiry)와 교육과정(curriculum)이다. 이에 해당되

는 논문의 절대 다수는 탐구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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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외에 논문들은 다양한 주제로 분산되었다. 두 번째로 상관도가 높았

던 주제어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와 탐구(inquiry)였다. 해당 연구로는 

교사의 지식, 신념, 가치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교

사의 교실 수업에 대한 연구,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 학생의 대화 

분석 연구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상관도가 높았던 주제어는 교실

(classroom)과 언어(language)다. 해당 연구의 절대 다수는 교실에서 학생이

나 교사의 담화를 연구하였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실에서의 말과 글을 

넘어선 표현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있었다. 네 번째로 상관도가 높았던 주

제는 소양(literacy)와 사회과학(socioscientific)이다. 해당 논문들은 모두 

SSI(socioscientific issue)를 다루고 있었고,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SSI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제어의 빈도와 주제어 

간의 상관도뿐이므로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과학 교육에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의 빈도와 주제어 간의 상

관도를 관련된 연구 논문의 내용과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주제어의 빈도나 상관도로 연구 동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

로 관련 논문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보다 세 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주제어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되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자 마다 알고 싶은 연구 동

향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류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들 또한 도표나 

그래프에 모두 표기하였으므로, 연구자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에 맞게 해당 

데이터들을 분석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동 내용 분석법을 통한 과학교육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새

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이 방법이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8년과 두 저널에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더욱 거시적인 

과학 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술지와 더 긴 시간적 

범위를 다뤄야 한다. 다만 꽤 오래전 연구 논문들에는 주제어가 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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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통해 연구의 주제를 파악하는 자동 텍스트 

분석법(Automatic Text Analysis)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동 텍

스트 분석으로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TF-IDF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

은 학술지와 더 긴 시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면, 과거로부

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학 교육 연구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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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IJSE and JRST for the past 8 years 
through automatic content analysis

Ga Seok-Hyun

Department of Science Edu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in their 

research areas, which has been emphasized in science education as well.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omputer program for analyzing research articles 

through automatic content analysis, and analyzed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research 

papers over the last 8 years. The existing studies only analyzed the 

frequency of specific factors such as research topic, author's nationality, and 

research method, but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frequency of research 

topics but also analyzes a correlation between them.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what the most studied topic was and what the 

research topics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was. In addition, we could see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se topics or correlation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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