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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은 국내외 과학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

이는 시대의 맥락에서 과학적 소양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고, 재개념화되

고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은 과학지식의 습득과 학습과

제를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의 육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일상적인 문제의 해

결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를 염두에 두

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

야 할까?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의 본

질에 대한 이해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는 과학의 본질을 다

루는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이 과학지식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의 본질을 다루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의 내용을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밖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어려

움이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다양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다. 실제로 국내외의 연구에서 두 교육내용이 융합되지 못

하고 대립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쟁점을 해소하는 구체

적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과학의 본질을 담아내는 교육내용을 지향한다. 선행연

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과학지식(scientific knowledg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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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질적인 의미와 타당성을 제공(which could provide 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Millar & Osborn, 1998)’하는 교육내용을 ‘과

학을 둘러싼 맥락(context surrounding science)’으로 정의한다. ‘과학

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에 대한 본질적이고 특정한 맥락인 과학사와 과

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소양을 위한 현행의 과학교육 내용 중 ‘힘

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

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구체적인 대

안을 찾는 것이다. 이에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살펴보았

다. 이후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

안을 탐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가 저술한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의 내용구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두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를 내용구성도로 나타내었다. 또한, 첫 번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발된 과학 1 교과서, 5종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서술적인 EoP의 질적인 이해를 위하여 본문의 플롯 

구조(Klassen, 2014)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인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음

과 같았다. 첫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

싼 맥락’이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인‘과학지

식’은 하나의 학습요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긴밀하게 연결되

어야 할 ‘힘’과 ‘운동’을 단절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은 ‘과

학지식’만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지도상

의 주안점으로만 안내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

이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하는 원인이 된 것으

로 보인다. 셋째, 교과서는 ‘과학지식’만을 교육내용으로 다룬다. 또

한,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일부의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부록 형태로 

제시되어 본문의 주 내용인 ‘과학지식’과 단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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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 결과인 EoP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

음과 같았다. 첫째, EoP는 힘과 운동에 대한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폭넓은 ‘과학을 둘러싼 맥

락’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EoP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통합된다. 특

히 EoP의 과학의 이야기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도입과 해소를 다루는 네 개의 플롯의 유기적 연결로 

형성되어 있다. 셋째, EoP의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은 ‘과학지식’(예

를 들면, 관성의 법칙, 힘, 속력과 속도, 벡터, 만유인력의 법칙 등)에 대

한 단순한 앎이나 적용을 넘어,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타당성과 의

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다룬다. 특히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좁은 의미의 과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과학의 대상인 

자연, 과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

은 단편적인‘과학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힘과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과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

렵게 하는 내용구성으로 보인다. 반면 EoP는 힘과 운동의 관계로부터 고

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을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로 다룬다. 이 

과학의 이야기는 광범위한 ‘과학을 둘러싼 맥락’과 ‘과학지식’을 통

합한다. 이를 통해 EoP의 본문은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

이디어와 과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EoP의 내용구성에

서 나타나는 특징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하는 

좋은 방법으로 보이며, 또한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과학적 소양, 교육과정, 과학교육 내용, 과학지식, 맥락, 통합 

학  번 : 2018 – 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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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은 국내외 과학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변화

를 맞이하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맥락에서 과학적 소양은 그 의미가 확

대되고 재개념화되고 있다(Deboer, 2000; Laugksch, 2000; 이명제 2004; 

Millar, 2006; Choi et al., 2011; 전승준 외, 2017). 특히 과학적 소양에 대

한 최근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직면하게 

될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함양해야 하는 ‘과학

적 소양’을 과학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AAS, 

1989; NRC, 1996; OECD, 2013; Choi et al., 2011;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교과를 ‘모든 학생이 과학

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

한 교과(교육부, 2015)’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은 과학지식의 습득이나 학습한 과

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역할을 하는 시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지식의 

강조나 교과 내의 단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를 아우르는 과학 관련 사회적 문제를 염두에 둔 과학

적 소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이명제, 2014)’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하여, 즉 개인과 사회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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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과학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과학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층위와 관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지식뿐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기술, 공학, 사회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강

조한다(NRC, 1996; NGSS Leads States, 2013; 박종원, 2016; 송진웅 외, 

2019). 그러나 특히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해서는 과학이 무엇

인가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

의 본질을 다루는 내용인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이 과학지식

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된다(Bybee, 1997; Millar & Osborn, 1998; 

Kolsto, 2001; 이재봉 외, 2010; Choi et al., 2011; 문공주 외, 2012).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은 과학의 본질을 다

루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과학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

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밖의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야 한

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가지 쟁점이 부각 되고 있다. 그것은 “한정된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지식의 주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과학 지

식 외의 내용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가능할까? 즉 과학지식을 강조하

는 기존의 과학 교육과정 속에 과학 밖의 내용이 어떻게 조화롭게 도입

될 수 있을까? (박종원, 20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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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와 같은 쟁점과 관련하여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외의 두 교육

내용이 잘 융합되지 못하고 대립하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Shen, 

1975; Millar & Osborne, 1998; Roberts, 2007; 강유미와 신영준, 2011; 김

민나 외, 2012; 박종원, 2016; 심은지, 2019). 그러나 과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자는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외의 내용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구체

적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앞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위하여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의 본질을 다루

는 내용과 이를 위해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밖의 내용이 통합되어야 한다

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과학교육

의 내용구성에 대해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사

와 철학을 넘어 일상, 사회, 문화와 기술 등이 포함되는 과학과 관계되

는 다양한 맥락 중 과학의 본질을 다루는 특정한 맥락, 즉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 타당성과 의미(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Millar & 

Osborn, 1998)’를 제공하는 맥락으로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현행의 과학교육 내용을 ‘과학

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내용

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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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 중 ‘힘과 운

동’에 대한 내용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에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가 저술한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의 내용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2015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의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제시하는 현

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

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 관련 단원에서 

나타나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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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evolution of physics》의 내용구성과 특징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조화로운 내용의 구

성, 즉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통

합되는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안을 탐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의 공동저서인 

《The evolution of physic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본문의 내용구성

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특히 《The evolution of physics》는 ‘물리학의 내용과 함께 과학의 

본성, 과학사를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Kim & Lee, 2018; 이서지, 

2019)’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있어 시사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The Evolution of Physics》의 ‘힘과 운동’ 관련 부분에서 나타나

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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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과학교육의 내용을‘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구체적인 대안

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과학지식

과학지식은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정의되며, 더 나

아가 그 출처와 기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뉠 수 있다(조희형, 최경

희, 2008; 강석진, 노태희, 2014; 김형범, 2016).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

학지식을‘정당화된 참된 신념(justified true belief)’으로 보아 과학지식

을 구성하는 명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진리로 정의된다. 구

성주의를 포함한 현대의 인식론에서는 과학지식을 구성된 것으로 보며,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임시적 개념체계로 본다(조희형, 최경희, 2008; 

김형범, 2016).

본 연구에서는 ‘과학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과학철학적 관점을 

연구한 권용주 외(2003)가 제시한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의 분류를 활용하

였다. 권용주 외(2003)은 인지구조에 저장된 지식은 표상 유형에 따라 선

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구분된다는 선행연구의 정의와 분류방법에 

따라, 과학지식을 그림Ⅰ-1과 같이 구분하였다.



- 7 -

[그림 Ⅰ-1] 과학지식의 종류 (권용주 외, 2003)

즉, 본 연구에서의 ‘과학지식’은 ‘선언적 과학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선언적 과학지식’은 ‘결과적 지식’과 

‘중간적 지식’으로 구분되며, ‘결과적 지식’에는 과학적 탐구의 결

과 생성되는 사실, 법칙, 법칙, 이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간적 지

식’에는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발상되는 의문과 의문에 대한 임시적

인 설명인 가설, 가설평가를 위해 고안된 검증방법, 평가 기준 등이 포

함된다. 한편 ‘절차적 지식’은 ‘선언적 지식’을 산출하는데 요구되

는 암묵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즉 과학탐구에서 사실, 이론, 의문 가설, 

검증방법 등의 선언적 지식을 산출하기 위해 표상되어야 하는 암묵적인 

지식이 곧 ‘절차적 지식’이 된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은 탐구전략, 과

학적 추론, 실험 기구 조작방법 등을 포함한다(권용주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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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학을 둘러싼 맥락

맥락(context)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됨(국립국

어원, 2019.12월)을 뜻한다. 맥락은 문맥, 전후 관계 등의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하며, 더욱 일반적인 용어인 상황(situation)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Cole & Cole(1898)은 맥락을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

하는 상호 관련된 전체로서 해석하였다. Butterworth(2016)는 맥락을 특

정 지적과제가 나타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틀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맥락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학문 분야에 따라 약간씩 다르

게 규정되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성을 갖는 개념인 ‘맥락’은 최근 교수학

습과 관련된 내용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의미 역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Kelly, 

1997). 

이와 같은 맥락의 일반적 의미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인‘과

학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면, 과학과 관련된 일상과 사회, 문화와 

기술 등 다양한 맥락이 포함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교육에서 논의되는 ‘맥락’은 ‘과학지식에 의미를 

부여하며 과학지식의 상호관련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inner(1995)는 인문주의 과학교육(Humanistic Science Education)을 위

한 과학교육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문주의적 전통과 과학으로 

구성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맥락 설정(contextual setting)과 과학 이

야기(science stories)를 중심으로 과학 교육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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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제(1999)는 과학교육에서의 맥락은 ‘궁극적으로 실재(reality)에 부

합되어야 한다는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맥락의 고려는 필수적

(Brown, et al., 1989)’이라는 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제(1996)는 과학교육에서의 ‘맥락’에 대하여 고찰하는 연구

를 통해 과학 교수학습과 관련된 맥락을 1) 인지적 맥락 2) 학습과제 맥

락 3)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중 학습과제 맥락은 과

학지식에 실재적(realistic)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학문 세계를 구

성하는 역할(Bloom, 1990; 1995)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이명제(1999)는 

학습과제가 갖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과학교육에서 진정

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며 상징적 차원의 알짜지식

(de-contextualized knowledge)인 과학지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illar & Osborn(1998)은 ‘Beyond 2000’에서 ‘맥락’이 무시

된 과학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학지식의 형성과정과 과학의 사회, 문

화적 가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과학적 소양

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과학지식뿐 아니라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맥락(The kinds of contexts which 

could provide 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 맥락에는 과학의 특성과 과학적 증거의 역할, 과학이론의 

잠정성, 과학자들이 지식을 정당화하는 과정 등 과학의 실천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현지 외(2015)는 과학지식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세분화되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세분화된 지식들은 그들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큰 맥락에서 결합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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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대하여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와 같은 접근

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학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잘 이

해하기 위하여, 과학지식에 실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을 결합하는 

‘맥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을 ‘과학을 둘

러싼 맥락’으로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의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 타당성과 의미(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를 부여’하는 특정한 맥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과

학을 둘러싼 맥락’은 일반적인 맥락의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상과 

사회, 문화와 기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과학적 결과물이 도출되

기 위한 기본 가정인 자연의 특성과 존재 형태, 지식과 진리의 본질적 

성격, 과학적 방법의 본성(Jacobson & bergman, 1980),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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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과학적 소양의 의미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나

라에서 과학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AAAS, 1993; 2001; 

NRC, 1996; Millar & Osborn, 1998; OECD, 2003; 교육부, 2015; 송진웅 

외, 2019). 그러나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는 사회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소양

의 의미와 구성요소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Deboer, 2000; Laugksch, 

2000; Millar, 2006; Choi et al., 2011; 이명제 2014; 전승준 외, 2017). 

과학적 소양의 의미와 구성요소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 과학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발표에서 원자력과 핵 등 과학과 관련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 바 있다. 이후 1958년, Hurd에 의해 

‘과학적 소양’이라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과학교육에 도입되었다

(DeBoer, 2000; Laugksch, 2000). 1970년대의 과학적 소양은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아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맞춘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활용하

는 것과 관련한 목표로 정의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사회적 맥락에서 

과학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STS적 관점에서의 과학

적 소양이 정의되었다(이명제, 2009). 특히 1980년대에는 미국 과학교육

의 목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 과학적 소양이 많은 나라에서 과학교육의 

상위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Matthew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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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과학적 소양은 사회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 함양해야 하는 자질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학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적

용이 인간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

으로 더욱 증대될 것을 예상함에 있다. 특히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과학 관련 문제들은 점차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맥락에서 발생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선택과 행동이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

게 되기 때문이다(전승준 외, 2017). 최근의 과학적 소양과 관련된 주요

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프로젝트 2061의 ‘Science for all Americans’에서는 과

학적 소양을 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 세계의 다양성, 

통일성을 인식하며,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방법을 개인적이고 사회

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과학적 소

양을 갖춘 개인은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건설하고 보호하는 데 함께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AAAS, 1989). 

또한 NSES(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에서는 개인의 의사결

정과 시민의 참여, 문화, 경제에 걸쳐 요구되는 과학적 개념과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라고 정의한다(NRC, 1996).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Millar & Osborn(1998)은 Beyond 2000에서 과학과 과학의 산출물이 민주

주의에서 적절하게 평가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개인이 과학적 소양을 갖

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과학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과학을 포함하는 사회적 이슈와 논쟁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과학적 소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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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orn(2007)은 ‘Science Education for Twenty First Century’에서 

21세기의 과학교육은 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닌, 과학기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그리고 이 자질은 과학의 가치와 과학이 문화에 기여를 높이 평가하

는 동시에, 과학지식이 포함된 이슈를 이해하여 비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은 과학의 과정과 방법, 과학

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여 과학에 대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즉, 과학적 소양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OECD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성적 시민

으로서 과학 관련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3). 또한, OECD가 주관하는 PISA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합리적 담론에 참여하

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송미영 외, 2012).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과학적 소양에 대한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과

학적 소양에 대하여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 et al.(2011)은 과학적 소양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하는 이

론적 연구에서 21세기에 발생하는 새로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개인의 자질로 21세기 과학적 소양(21st 

scientific literacy)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특히 21세기의 과학교육은 과학

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닌 미래 시민양성을 위한 과학교육이 되어야 함

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인간의 삶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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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과학표준인 KSES(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for 

Next Generation)(송진웅 외, 2019)에서는 ‘미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으

로 설정하고, ‘과학적 소양’을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

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

으로 정의(송진웅 외, 2018)’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소양을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과학적 소양 나무(ToSL: 

Tree of Scientific Literacy)’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소양은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나타남을 교육과정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처음으

로 과학적 소양이 등장한 것은 7차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목표가 아닌, 교과의 성격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과학적 소양을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의 성격

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까지 과학적 소양이 나타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 1과 

같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일

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과학적 소양을 제시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과학적 소양의 개념 또한 과학적 소양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

향처럼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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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목표

6차 이전 - -

7차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과학’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

여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

고,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

2007 개정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과학’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모

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로서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적 탐구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

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

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

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의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로서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

학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

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

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

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과학’에서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식

과 탐구 방법을 즐겁게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

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능

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

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

양을 기른다.

표 Ⅱ-1.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과학적 소양’ (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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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소양이 과학교육에 도입된 후,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온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

적 소양’은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변화해왔다. 초

기에는 과학과 관련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소양으로서 과학교육

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논의되면서부터는 일상생활

에 대한 적용의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과학적 소양의 의미

에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측면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 이

르러 과학적 소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천과 참여를 위해 갖춰야 할 

것으로서의 여겨지고 있다. 즉,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은 개인적인 

수준의 학습과 문제해결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과학을 사용하

는 시민이 갖춰야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학적 소양의 변화는 

과학의 가치와 기여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교육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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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

 

교육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에는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

째 질문에 대한 한가지 답으로 1절에서 살펴보았던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을 제시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적 소

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에 따라 더욱 가속화된 사회 변화가 가져온 과학적 소양의 개념적 변화

는 과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

라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교육 내용의 표준을 제안한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RC, 1996; NGSS Leads States, 2013)은 

과학과 공학을 통합하여 이들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공학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NGSS에서는 모든 학년의 

과학 교과에 공학과 기술의 핵심아이디어를 과학 내용과 동등하게 다루

는 수행기대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for the Next Generation)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과학적 소양을 갖추

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설정하였다(송진웅 외, 2019). 

KSES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서 지식 차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수행기대를 제안하였다. 이 수행기대에

는 역량 차원에 대한 5개 영역과 23개의 하위요소, 지식 차원에 대한 6

개 영역과 23개의 하위요소, 참여와 실천 차원에 대한 5개 영역과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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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각 차원에 대한 영역은 Ⅱ- 2에 정리되어 있다. 

과학적 소양 영역

역량차원

과학적 탐구력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헙업능력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초연결 사회와 평생학습 능력

지식차원

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정성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참여와 실천 차원

과학 공동체 활동

과학리더십 발휘

안전사회 기여

과학문화 향유

지속가능사회 기여

표 Ⅱ-2. KSES에서 제안하는 과학적 소양과 영역 (송진웅 외, 2019)

 

이처럼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의 내용을 개발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육 표준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지

식, 기술과 공학, 사회와 문화를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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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연구들은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은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Bybee(1997)는 과학적 소양을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논의를 통해 과학

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은 과학적 개념 지식 그 자체를 강조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

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llar & Osborn(1998)은 ‘Beyond 2000’에서 모든 시민이 매일 발생

하는 문제와 문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기본

적인 수준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의 맥락이 무시된 

과학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학지식의 형성과정과 과학의 사회, 문화

적 가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과학지식뿐 아니라,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

성과 의미(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을 

둘러싼 특정한 맥락을 함께 다뤄야 함을 강조한다.

Kolsto(2001)는 기존의 과학교육에서 중요시되었던 과학지식은 일반인

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소양을 위하여 

과학지식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어 살아갈 삶에서 경험하

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Choi et al.(2011)은 한국인을 위한 21세기 과학적 소양을 재개념화하는 

연구에서 과학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과학 관련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인간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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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AAAS, 1989; Lederman, 1992), 

‘인간의 노력(Human Endeavor)’으로서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간 활동(Human Endeavor)으로서 나타나는 과학 

지식의 특징, 과학과 사회, 과학의 정신 등 과학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의 과학 교육과정은 과

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적

하면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봉 외(2010)는 과학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의 발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포함한 

과학사를 교육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한다. 또

한,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이 과학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

학교육내용의 본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공주 외(2012)는 Choi et al.(2011)이 제안한 21세기 과학적 소양(21st 

scientific literacy)의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 7종을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개념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과학에서의 가치관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서 살펴본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가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

용이 과학과 관련되는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과 더불어 일상생

활, 기술과 공학, 사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구성원은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여 과

학에 대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함이 특히 강조된

다. 과학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지식은 물론, 과학의 과정

과 방법, 과학의 강점과 한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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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학철학의 내용이 다뤄져야 함이 주장된다. 다시 말해, 현대적 의미

의 과학적 소양을 위해서는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과학이 무

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질을 담아내는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내용은 과학지식이나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 과학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

고 통합된 모습의 교육내용을 의미할 것이다. 즉 과학의 본질을 다루는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자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의 본질을 온전하게 통합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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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 내용구성의 쟁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지식뿐 

아니라, 과학지식 밖의 과학과 관련된 내용(예를 들면, 과학사, 과학철학, 

일상적 생활에서의 과학적 의사결정, 과학과 기술과의 관계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하는 것이 강조된다(박종원, 2016). 

그러나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밖의 다양한 내용이 한정된 교육내용 안

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

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교육내용이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 Roberts(2007)에 의하면 미국, 영국, 호주의 두 내용을 융합

하려는 과학교육 개혁은 두 교육내용의 대립(과학 안과 과학 밖의 내용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앞서 논의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

는 과학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지식과 과학사와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난

다.

김민나 외(2012)는 기존 융합 과학교과서의 일부가 과학사와 과학의 

본성을 ‘과학지식’과 별개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유미와 신영준(2011) 또한 과학교과서에서 과학사 등을 읽기 자료 

등의 단편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사의 요소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과의 학습 내용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심은지(2019)는 과학지식과 과학의 본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몇 차시의 수업에만 적

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수학습 자료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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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 이재봉 외(2010)의 연구

에서도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내용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사, 과학철학 등을 교육내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했음을 지적한다. 

이에 박종원(2016)은 과학지식과 과학 밖의 여러 내용을 다뤄야 하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 내용구성에 대한 한가지 쟁점을 지적한다.

 “한정된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지식의 주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

서, 과학 지식 외의 내용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가능할까? 즉 과학지

식을 강조하는 기존의 과학 교육과정 속에 과학 밖의 내용이 어떻게 조

화롭게 도입될 수 있을까? ”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지식뿐 아니라 

과학의 본질을 다루는 교육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것에 많은 연구자가 동

의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조화롭게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한가지 쟁점이 되고 있다. 과학교육 내용에 관하여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쟁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앞서 과학지식과 과학지식 외의 내용을 조

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의 연구자는 현대

적 의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내용이 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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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더불어 과학지식 밖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 과학의 본질을 다뤄야 

하는 관점으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지식

과 과학지식 밖의 내용이 한정된 교육내용 안에서 조화를 이뤄 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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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힘과 운

동’에 대한 교육내용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조화롭게 통합을 이룬 교육내용의 구체적

인 대안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행 교

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교육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

첫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현행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교과의 성격이자 목표로 과학적 소양을 기술하

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의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연구 대상

 

첫 번째 연구의 대상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 첫 번째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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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시행 중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로서의 

‘과학’을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교육부, 2015)’로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소양을 교육의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기존 과학교육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

학교육의 내용으로 선정 및 구성되어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첫 번째 연구의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

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학교 3학년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의 문서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1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1. 성격’과 ‘2. 목표’ 부

분을 발췌한 것이다. ‘1. 성격’에서는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더불어 교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및 교과 역량을, ‘2. 목

표’에서는 교과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

의 도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과학 교과

의 성격을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

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교육부, 2015)’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 교과의 목표를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

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교육부, 2015)’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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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1. 성격’과 ‘2. 목표’(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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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그림 Ⅲ-2)은 크게 ‘가. 내용 체계’와 

‘나. 성취기준’으로 구분된다. ‘가. 내용 체계’는 영역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영역’은 교

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이며, ‘핵심 개

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이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

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며, ‘내용 요소’는 학년(군)

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다(교육부, 2015).

한편 ‘나. 성취기준’에는 성취기준과 이에 대한 학습요소, 성취기준해

설,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에의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

업 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난 수

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5)’이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교육내용과 교육 활동 및 

평가에 대한 지침에는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인 구성과 주안점 등을 안내하기 때문에,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의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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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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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마지막 목차인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그림 Ⅲ-3)

에서는 핵심 개념과 과학과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도와 

평가의 주안점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교수·학습 방향’

에서는 과학과의 성격과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 측면에서의 교수학습의 철

학과 방향, 교수·학습의 방법과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나. 평가 방향’

에서는 평가의 철학과 방향, 평가방법과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자는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가. 교수·학습 방

향’에서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교육내용의 강조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

다고 보았으며, 이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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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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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분석범위

2015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2) 여러 가지 힘

    (19) 운동과 에너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표 Ⅲ-1] 연구 1의 분석 대상 및 범위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문서 

목차 중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과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중 ‘가. 교수·학습 방향’을 살펴보았다(그림 Ⅲ-1).

특히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안내하는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가. 내용 체계’에서는 ‘힘과 운동’영역에 제시된 핵심 개념 중 본 연

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핵심 개념을 선정하였으며, 이

는 표 Ⅲ-2에 굵은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이다. 또한 ‘나. 성취기준’에서

는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단원인 ‘(2) 여러 가지 힘’과 

‘(19) 운동과 에너지’를 선정하였다.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

향’의 ‘가. 교수·학습 방향’은 분석의 과정을 통해‘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 교수·학습 방향’에 안내된 지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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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물체의 운동 변화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된다.

∙속력

∙속력과 안전

∙ 등속 운동

∙ 자유 낙하 운동

힘
물체 사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 무게

∙ 수평 잡기

∙ 용수철저울의 원리

∙ 중력     ∙ 마찰력

∙ 탄성력   ∙ 부력

역학적

에너지

마찰이 없는 계에서 역학

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 운동 에너지

∙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열과 

에너지
에너지전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형태로 전

환될 수 있다

∙ 일

∙ 에너지전환

[표 Ⅲ-2] 교육과정 문서의‘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가. 내용 체계’와 분석의 범위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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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서 나타

나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정(2018.9~2019.7)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대상의 질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Elo & Kyngäs(2008)의 귀납적 질적 

내용 분석 방법(그림Ⅲ-4)을 활용하였다. 

[그림 Ⅲ-4]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 

                                            (Elo & Kyngä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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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과정은 크게 준비단계(preparation)와 조직단계(organizing phase), 

보고단계(reporting phase)로 진행하였다.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는 내용 분석 단위를 힘과 운동과 관련된 내용

의 주요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의 전체적인 구성에서의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

여 선정된 분석 단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서 전체를 검토하였다. 구체

적으로 준비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가. 내용 체계’와 ‘나. 성취기준’

에서 각각 다뤄지는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였다. ‘가. 내용 

체계’ 중 분석의 범위에 해당하는 두 핵심 개념인‘시공간과 운동’, 

‘힘’이며, 두 핵심 개념에 대한 단원은 ‘(2) 여러 가지 힘’과 ‘(19) 운

동과 에너지’이다. 각 단원 내에서 ‘힘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

는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9과02-02]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3]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9과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

수철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9과19-01]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거리, 시간-속력의 관계를 표

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9과19-02]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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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조직단계(organizing phase)에서는 교육과정 문서를 읽으며 중요한 

주제어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문서의 외

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모두를 코딩하도록 하였다(Graneheim & 

Lundman, 2004). 개방 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딩 시트를 만들어 결과를 

그룹화, 범주화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코딩된 결과를 통해 ‘과학지

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한 바와 같이, ‘과학지식’은 선언적 지식(결과적 지

식, 중간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타나는 교육내용을 ‘과학지식’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등 과학지식의 본질

적 관계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과학을 둘러싼 맥

락’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화와 범주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

하였으며, 범주화 및 그룹화된 결과는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타당한 해석

을 도출하기 위한 ‘재맥락화, 재해석, 재정의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

정(Krippendorff, 2009)’을 거쳤다.

마지막 보고단계(reporting phase)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내용

에 대하여 그 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구성도’를 그렸다. 특

히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 내용 체계’와 

‘나. 성취기준’에 드러난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선정하고 있는 내용 

요소에 따라 배치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의 연계를 파악하여 이를 내용구

성도에서 화살표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구성에서‘힘과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힘과 운동’영역의 세 번째 핵심 개념인 ‘역학적 에너지’와 ‘열과 

에너지’ 영역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인 ‘에너지전환’의 일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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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과정과 동일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거쳐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내용구성도에 함께 나타내었다.

한편,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 당시 출판된 5종의 중학교 과학1 교과서(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천재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추가한 이유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지침이 되며, 교과서를 비로소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의 내용으로 

구체화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개발된 과학1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지침들이 교육내용으로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4인의 동료 연구자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한 동료 

검증의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Cresswel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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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의 구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과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가. 교수·학습의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서

의 전반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분석된 교육내용의 

구성을 ‘교육과정 내용구성도(그림Ⅲ-5)’로 나타내었다. 내용구성도는 

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에 해당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과 연계가 확인되는 ‘힘과 운

동’영역 전체와 ‘열과 에너지’ 영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 구성도(그림Ⅲ-5) 중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힘과 운

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점선으로 사각형으로 표현하였다. 또

한,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의 연계가 확인되면 이를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내용구성도는 교육과정 문서의 ‘가. 내용 체계’에서 제시

하고 있는 영역과 핵심 개념,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이를 내용구성도의 상단에 배치하였다. ‘나. 성취기준’에 제시

된 단원, 각 단원에서 선정된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등은 도식의 하단에 

배치하였다. 특히 가장 하단에 배치된 박스에는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

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탐구 내용 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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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교육과정의 내용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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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단절

첫 번째 연구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앞서 

연구 방법의 연구 대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

내용은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가. 내용 체계’

는 과학개념을 중심으로 한 과학지식의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가. 내용 체계’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15개의 범주

인 ‘영역’으로 구분한다. ‘영역’은 과학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

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교육부, 2015)이며, 교육과정은 각 

‘영역’에 대하여 교과의 기초 개념 또는 원리를 나타내는 ‘핵심 개

념’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분석의 범위인‘힘과 운동’과 관련된 핵심 

개념은 과학과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영역 내에서 선정된 세 가지의 

핵심 개념 - 힘, 시공간과 운동, 역학적 에너지 중 ‘힘’과 ‘시공간과 

운동’이다. 이후 핵심 개념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

적인 지식인‘일반화된 지식’으로 표현되는데, ‘힘과 운동’영역에서 

선정된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인 ‘시공간과 운동’, ‘힘’에 대한 일반

화된 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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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시공간과 운동 – (일반화된 지식) 물체의 운동 변화는 뉴

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된다.

(핵심 개념) 힘 – (일반화된 지식) 물체 사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

용한다.

위와 같이 선정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하여 학교급과 학년

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인 내용 요소를 안내하는데, 이 내용 요

소들은 이후 단원을 구성하는 학습요소가 된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 

해당하는‘힘과 운동’영역의 핵심 개념 중 ‘힘’에 해당하는 내용 요

소는 ‘중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이며 이 내용 요소들은 

‘(2) 여러 가지 힘’ 단원을 구성한다. 분석범위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시공간과 운동’의 내용 요소는 ‘등속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

이다. 즉, 교육내용을 안내하는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첫 번째 

목차인 ‘가. 내용 체계’에서는 과학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지식의 

체계를 안내한다. 

둘째.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나. 성취기준’에서는 구체적 

교육내용으로 ‘과학지식’을 안내하고 있다.

‘(2) 여러 가지 힘’ 단원의 첫 번째 학습요소인 ‘중력’에 대한 교

육내용으로 ‘무게는 중력의 크기’와 ‘질량과 무게를 구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성취기준과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

하는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안내한다. 이를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

러싼 맥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학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아니며, 모두 ‘과학지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학지

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게를 정의하고 질량과 무게의 개념을 구

별하는 ‘결과적 지식’과 용수철저울을 사용한 무게를 측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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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즉 ‘나. 성취기준’에서 안내하는 ‘중력’에 

대한 교육내용은 모두‘과학지식’이다. 

또한 ‘(19) 운동과 에너지’ 단원의 학습요소인 ‘자유 낙하 운동’

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자유 낙하 운동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의 성취기준과 ‘자유 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여러 

가지 물체의 시간과 속력 변화의 관계를 비교’하는 탐구 활동이 안내된

다. 이를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

과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은 모두 과학지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학지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

화가 일정함을 아는 ‘결과적 지식’과 운동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절

차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즉 ‘나. 성취기준’에서 안내하는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은 모두‘과학지식’이다. 

내용구성도(그림Ⅲ-5)의 하단의 ‘나. 성취기준에 나타난 교육내용’에

서 분석범위 내의 학습요소에 대한 모든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나. 성취기준’에서 안내하는 학습요소에 대한 교육내용은 

모두 ‘결과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구분되는‘과학지식’이

다.

셋째. 교육과정의 ‘과학지식’은 ‘힘’과 ‘운동’을 단절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분석을 통해 교육내용으로 선정된 

‘과학지식’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지식’은 대부분 

하나의 학습요소만을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며, 다른 학습요소에 대한 

‘과학지식’과는 연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 여러 가지 힘 단원의 학습요소로 선정된 ‘부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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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기체나 액체 속의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과 ‘용수철저울을 사용한 부력의 크기 측정’하는 ‘과학지식’을 다룬

다. 이 과학지식은 하나의 학습요소인 ‘부력’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

며, ‘중력’, ‘탄성력’, ‘마찰력’, ‘등속 운동’, ‘자유 낙하 운

동’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는 그림Ⅲ-5에서 화살표가 부력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다른 교육내용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부력’에 대한 교육내용 외에도 분석범위 내의 대부분 교육내용은 

다른 학습요소와는 연계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과정의 ‘과학지식’은 

힘의 종류(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와 운동의 종류(등속 운동, 자유 낙

하 운동)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이들은 서로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학지식’의 단절은 당연하게도 학습요소 간의 단절로 

이어진다. 또한, 학습요소 간의 단절은 학습요소로 이루어진 두 단원의 

단절로 이어진다. 단절된 두 단원 (2) 여러 가지 힘, (19) 운동과 에너지

는 각각의 핵심 개념에 대한 교육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두 단원의 

단절은 두 핵심 개념인 ‘힘’과 ‘시공간과 운동’을 분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힘’과 ‘운동’은 서로를 설명하는 긴밀한 관

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의 두 개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뤄

진다.

한편, 그림Ⅲ-5의 ‘힘과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내용의 연계를 

표현하는 몇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듯이, 학습요소인 ‘중력’과 ‘마

찰력’은 (19) 단원으로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계에도 불구하고, 

‘힘’과 ‘운동’은 여전히 연결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아래 발췌된 ‘나. 성취기준’의 ‘(나) 성취기준 

해설’과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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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준 해설

중력가속도 상수가 9.8인 것을 소개하고 중력의 크기로서 9.8m을 도

입한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등속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에서는 공기의 마

찰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의 운동데이터를 제시한 후 이를 분석하게 

하는 활동을 통하여 차이점을 알아내도록 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자유 낙하 운동’에서 중력가속도 상

수와 중력의 크기를 도입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성취기준에 대입

하여 해석해보면, 운동의 기술적인 분석에 필요한 수치로써 중력가속도 

상수와 중력의 크기가 도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힘의 작용으

로서 나타나는 운동의 변화로서의 자유 낙하 운동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마찰이 연

계된 내용도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교육과정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운동만을 

다룸으로써, 힘(마찰력)과 운동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첫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기술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중 ‘가. 

내용 체계’는 과학지식의 체계를, ‘나. 성취기준’은 과학지식을 안내

한다. 즉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으로 ‘과학지식’만을 선정하여 안내한

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

절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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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선정된 ‘과학지식’은 하나의 학습요

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다른 과학지식과 연계되지 못한다. 또

한, 일부 연계가 중력과 마찰력 또한 단순히 선행된 학습개념의 반복된 

등장일 뿐, 내용상 논리를 갖춘 긴밀한 연계는 아니다. 이러한 내용 구

성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다뤄질 수 없는 두 개념인 ‘힘’

과 ‘운동’을 독립된 개념으로 다룬다. 즉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운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작용으로서의 힘을 다루지 않으며, ‘힘과 운동’의 

관계를 통해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없도록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석범위 내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와는 별개로, 분석범위 밖

의 교육내용의 핵심 개념인 ‘시공간과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는 

비교적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Ⅲ-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유 낙하 운동’은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통해 속력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로 다뤄진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자유 

낙하 운동’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는 단절된 ‘운동과 힘’의 관계와는 달리, ‘운동과 에너지’를 긴밀하

게 연결하는 내용구성으로 보인다. 추후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특징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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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단절의 원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을 

다루는 교육의 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단절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문서는 ‘일러두기’(그림Ⅲ-6)에서 안내되는 것처럼, 총 4

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의 목차는 각각 ‘1. 성격’, ‘2. 목

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이다. ‘1. 성격’에서는 과학 교과가 갖는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더불어 교과교육의 본질과 의의를 포함한 필요성, 역할과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2. 목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과학적 소양’을 과학과 교육과

정의 목표로 기술하고 있다.

앞서 연구 방법의 분석범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

용과 교수·학습의 방향을 안내하는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과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가.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문서의 두 목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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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교육과정 문서 중 ‘일러두기’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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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본격적인 교육의 내용을 안내하

고 있다. 그 중‘가.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

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이며,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

편적인 지식이다. ‘내용 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학습내용

이며, ‘기능’은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

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이 포함된다. 

‘나. 성취기준’에서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

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성취기준에 대한 구체적

인 해설로서 안내되는 ‘학습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성취기준 해설’은 제시한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교육

과정 문서는 이것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사항으로서 학생 참여 중심의 수

업과 유의미한 학습 경험의 제공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영역의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제안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

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와 특히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교육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결과에서 기술된 것처럼,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힘과 운동’ 부분에서 나타난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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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모두 ‘과학지식’과 관련된 내용이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인 ‘과학지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의 결과는 첫 번째 결과에 기

술되어 있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포괄적 측면에서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가. 교수·학습 방향’은 교과

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의 철학 및 방향, 교수･학습의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 교과에서는 탐구 학습을 

통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 이해 및 과학과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안내하면서 19개의 지도상의 주안점을 제시한다. 

‘나. 평가의 방향’은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 측면에서 

교과의 평가 철학 및 방향, 평가방법,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교육의 내용 또는 교육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

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중 ‘가. 교수·학습 방

향’에서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확인되었다. ‘가. 교수·학습 방

향’에서 안내하는 지도의 주안점 19개 중 아래 발췌한 2개의 지침이 

‘과학을 둘러싼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⑽ 과학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과학 윤리, 과학･기술･사
회의 상호관련성, 과학적 모델의 특성,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한 소재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⒀ 과학자 이야기, 과학사, 시사성 있는 과학 내용 등을 도입하여 과

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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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췌된 (10) 과 (13) 의 두 지침은 교수학습에서 과학의 잠정성과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과학 윤리, 과학과 사회의 상호관련성, 과학적 모

델의 특성,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 과학자 이야기, 과학사 등의 내

용을 적절히 도입할 것을 안내한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정의된 본연구

의 ‘과학을 둘러싼 맥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에서 다뤄지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어느 

차시에나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도상의 주안점만 안내할 뿐, ‘힘

과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즉 교육과정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교육내용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교육과정

의 교육내용이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하는 원인

이 된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두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그에 따른 활동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즉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선정한 교육내용을 안내하는데, 

이는 모두 ‘과학지식’이다. 한편,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4. 교

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의 방향’에서 안내된다. 그러

나 해당 부분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포괄적인 지도상의 주안점만을 안내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의 단절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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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단절의 모습

앞선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

육내용은 ‘과학지식’만으로 구성되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교육

내용이 아닌 포괄적인 지도상의 주안점으로 안내된다. 즉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단절된다.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이 진행된 시점(2019.07)에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교

과서인 5종(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천재교과서)의 과학1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교육내용에서 나타나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과학지식’과‘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한다. 

분석 결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대부분 일상경험과 관련한 

예시와 함께 현상 중심의 ‘과학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학

을 둘러싼 맥락’은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다. 

교과서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과학 1, 5종의 교과서 중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2종의 교과서(미래엔, 와이비엠)에서 각각 1번씩 확인되었다. 2종

의 교과서 중 미래엔 교과서(그림Ⅲ-7)에서는 ‘중력의 정체를 찾아서’라

는 제목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뉴턴이 주장한 행성의 운동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중력에 대한 과학사를 만화의 형식인 ‘읽기 자

료’로써 간략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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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과학 1 교과서(미래엔, 2018)의 단절된‘과학지식’과 ‘과학을 둘

러싼 맥락’

와이비엠 교과서(그림Ⅲ-8)에서는 학습요소인 부력과 관련한 ‘과학을 

둘러싼 맥락’으로 과학자 이야기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이야

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에 내용에 대한 글쓰기와 토의 활동을 안내한다. 

[그림 Ⅲ-8] 과학 1 교과서(와이비엠, 2018)의‘과학을 둘러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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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부록과 같은 

읽기 자료가 제시되며, 토의 및 글쓰기 등의 학생활동을 안내한다. 이러한 

형태로 다뤄지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과학지식’의 교육내용과 통합되지 못한다.

둘째, 교과서의 ‘과학지식’은 ‘힘’과 ‘운동’을 단절한다.

교과서의 과학지식은 하나의 학습요소로 제한되어 있어, 서로 단절된

다. 구체적으로 교과서는 힘의 종류와 운동의 종류에 대한 과학지식을 나

열할 뿐,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과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

본적인 아이디어는 다루지 않는다. 특히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과학 1 (2) 

여러 가지 힘 단원의 교육내용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힘의 종류와 특

징,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주로 다룬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의 특징은 대

단원의 내용을 개관하는 도입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9는 대단원인 ‘Ⅱ. 여러 가지 힘’을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

지이다. 해당 페이지에는 대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의 전반을 소개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으로 ‘주변의 힘의 종

류, 현상과 사례,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활동’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교과서 본문의 내용구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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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과학 1 교과서(미래엔, 2018)의 대단원‘Ⅱ. 여러 가지 힘’ 도입 

미래엔 교과서를 제외한 4종의 교과서 중 2종의 교과서(동아출판, 천재

교육)는 앞서 살펴본 미래엔 교과서의 예시처럼 힘의 네 가지 종류인 중

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이 작용하는 현상과 특징, 이용사례를 교육내용

으로 다룬다. 

나머지 2종의 교과서(비상교육, 와이비엠)에서는 힘의 정의와 표현을 다

루는 소단원이 추가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Ⅲ-10에 나타난 것 

같이, 힘을‘물체의 모양이나 운동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으로 정의하

는 내용과 화살표를 이용한 힘의 표현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단원이 추가되었음에도 교과서는 작용으로서의 힘의 

개념을 온전하게 다루지 않는다. 즉 힘이 운동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운동’을 다루는 중학교 3

학년 과정의 교과서인 과학 3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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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과학 1 교과서(와이비엠, 2018)의 소단원 ‘01. 힘’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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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분석한 세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은 현상 중심의 ‘과학지식’과 그 예시를 다룬

다. 반면‘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거의 다뤄지지 않으며, 두 교과서에

서 확인된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지식’과 통합되지 않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안내하는 교육내용인 ‘과

학지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안내하

는 지침인 지도상의 주안점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의 ‘과학지식’은 힘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힘에 대한 

현상과 이용의 예시를 다룬다. 이처럼 ‘과학지식’은 한 종류의 힘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어 다른 과학지식과 연계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

과서는 ‘힘’을 ‘운동’과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다룬다. 즉 교과서에

서는 운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작용으로서의 힘과 운동의 관계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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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의 교육내용의 구성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서 드러

나는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한 

교육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인 ‘과학지식’은 하

나의 학습요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힘’과 ‘운동’을 단절한다. 즉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힘과 운

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

다.

둘째, 교육과정은 ‘과학지식’만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구성하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교육내용이 아닌 지도상의 주안점으로 안내된

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단절을 야기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구현한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과학지

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한다.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대부

분은 ‘과학지식’이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다뤄지지 않거나 과

학지식과 통합되지 않도록 제시된다. 또한, 교과서의 ‘과학지식’은 운

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작용으로서의 힘이 아닌, 힘의 종류에 대한 현상

과 그 예시만을 내용으로 다룬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 ‘힘과 운동’

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학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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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he Evolution Of Physics》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1. 연구 방법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안을 탐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가 저술한 《The Evolution of Physics》의 내용구성에 

대하여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두 번째 연구의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연구 대상

 

EoP는 Einstein과 Infeld가 일반인을 독자로 하여 고전역학부터 양자역학

까지의 물리학 전반에 대하여 ‘자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관념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Einstein & Infeld, 1938)’를 보이고자 집

필한 책이다. 특히 EoP는 과학지식(사실과 이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반

인들에게 인류의 시도로서의 물리학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

이 책의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We have not written a textbook of physics. Here is no systematic 

course in elementary physical facts and theories. Our intention was 

rather to sketch in broad outline the attempts of the human mind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of ideas and the wor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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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We have tried to show the active forces which compel 

science to invent ideas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of our world. 

(Einstein & Infeld, 1938, p.ⅴ)

We had him making up for a complete lack of any concrete knowledge 

of physics and mathematics by quite a great number of virtues. We found 

him interested in physical and philosophical ideas and we were forced 

to admire the patience with which he struggled through the less 

interesting and more difficult passages. … But our aim will be 

accomplished if these pages give you some idea of the eternal struggle 

of the inventive human mind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laws 

governing physical phenomena. 

(Einstein & Infeld, 1938, p.ⅵ) 

서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Einstein과 Infeld는 독자에게 인류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물리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했다는 저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이 ‘인간 활동(Human Endeavor)

으로서의 과학’을 강조해야 한다는 Choi et al.(2011)의 주장과 맥락을 같

이한다.

한편, EoP의 상대성이론 부분을 분석한 이서지(2019)는 EoP가 개념과 원

리의 의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학지식과 과학의 본성을 하

나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Kim & Lee(2018)는 EoP가 

사고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연결하고 본질을 다루는 살아있는 물리 교

육, 특히 자연-인간-물리학의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물리 교육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EoP가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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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의 교육내용 선정과 구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EoP를 두 번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분석의 범위는 힘과 운동을 다루는 부분으로 ‘1장. 역학적 관점의 형

성’의 ‘2절. 최초의 단서’,‘3절. 벡터’ 그리고 ‘4절. 운동의 수수께

끼’이다(표Ⅳ-1).

분석 대상 범위

The Evolution of Physics
제1장. 

역학적 관점의 형성 

2절. 최초의 단서

3절. 벡터

4절. 운동의 수수께끼

[표 Ⅳ-1] 연구 2의 분석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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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인 《The Evolution Of Physics》의 내용구성을 ‘과

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분석과정(2018.9~2019.7)을 거쳤다.

분석 대상의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하여 연구1의 분석 방법과 동일한 Elo 

& Kyngäs(2008)의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그림Ⅲ-4)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와는 달리 EoP는 서술적으로 기술된 문서이기 때문에 ‘과

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발견하고 타당한 결과와 해석을 도

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분석의 과정은 크게 준비단계(preparation)와 조직단계(organizing phase), 

보고단계(reporting phase)로 진행하였다.

준비단계(preparation)에서는 EoP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본격적

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서문을 비롯한 ‘1장. 역학적 관점의 형성’ 

전체의 원자료(raw data)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이후 내용의 분

석 단위를 힘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의 주요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장

으로 선정하였다. 

조직단계(organizing phase)에서는 EoP를 읽으며 중요한 주제어를 선별

하고 분류하는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연구2에서는 서술적인 텍

스트의 형식을 갖는 분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서의 외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모두를 코딩하도록 하였다(Graneheim & Lundman; 2004). 개

방 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딩 시트를 만들어 그 결과를 그룹화, 범주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용어 정의에서 소개된 ‘과학지식’의 정의에 따

라 선언적 지식(결과적 지식, 중간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타나는 교

육내용을 ‘과학지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동시에 과학지식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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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관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나

타나는 문장과 문단을 추출하여, 해당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

정하고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때 부여된 코드는 ‘운동에 대한 관점’, 

‘자연에 대한 철학적 관점’ ‘패러다임의 변화’ ‘고유한 언어와 개념

의 창조’ ‘개념의 일반화’ ‘과학적 방법’ 등이며, 이후의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내용 분석 프로토콜을 누적 및 기록하여 각 코드의 개념

을 명료화하였다. 이후 ‘lean coding(cresswell, 2013)’ 방법을 사용하여 

점차 코드를 줄여나가면서 주제어들에 대하여 상위카테고리인 ‘관

점’,‘과학의 과정’,‘인간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만들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룹화와 범주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범주화, 그룹화 이

후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재맥락화, 재

해석, 재정의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Krippendorff, 2009)’을 거쳤다.

보고단계(reporting phase)에서는 EoP에서 나타난 교육내용 구성을 나타

낼 수 있는 ‘내용구성도’를 그렸다. 특히 EoP의 본문에서 드러난 특징

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요 흐름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배치하였다. 다만 

EoP에서 나타난 다양한‘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내용구성도에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본문의 결과를 통해 자세히 기술하도

록 하였다. 

한편 EoP는 저자 서문을 통해 ‘이 책은 독자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대

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EoP는 ‘인류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Einstein & Infeld, 1938)’을 이야기의 형

식으로 풀어낸다. 이와 같은 서술적 특징을 갖는 EoP의 질적 이해를 위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최근 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의 구성방법이나 교수법으로써의 ‘이야기

(story)’가 갖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Metz et al., 2007, Klas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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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ssen, 2010). 특히 Klassen(2014)은 역사와 결합한 ‘과학의 이야기

(Science story)’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과학의 이야기’의 단위인 플

롯(plot)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lassen(2014)이 제안한 플룻 구조를 

활용하여 서술적 특징을 갖는 EoP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플롯(표 Ⅳ-2)은 주인공(main character)과 갈등이 제시되는 상황(situation), 

주인공에 의한 중대한 선택인 주체성(agency)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크게 

도입(introduction), 절정(climax), 해소(resolution)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운, 2018). 

도입

(Introduction)

절정

(Climax)

해소

(Resolution)

갈등의 시작
갈등의 최대화 및 

행동들
갈등의 해결

[표 Ⅳ-2] Klassen(2014)의 플롯 구조

 

표 Ⅳ-2와 같이 Klassen(2014)이 제안한 플롯은 갈등의 요소에 따라 3단

계로 구분된다. 도입(introduction)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상황과 위기에 도

달하게 될 문제가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갈등이 시작된다. 절정(Climax)에

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과 갈등이 두드러져 위기에 이르게 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주인공의 행동과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해소

(Resolution)의 단계에서는 주인공의 행동과 결정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결

과로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갈등의 해소는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있는 결말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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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oP에서 드러나는 플롯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전반에서 나타나는 갈등

을 찾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action)과 갈등이 해소(resolution)

되는 모습을 포착하여, 각 플롯과 플롯을 구성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

한, 분석의 결과 EoP의 힘과 운동 부분에서는 4개의 플롯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플롯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EoP의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

구성의 서술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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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그림Ⅳ-1은 EoP의 본문 중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1장

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나타낸 내용구성도이다. EoP의 내용구성도

는 개방 코딩의 단계에서 추출한 본문의 주요 내용으로 구조화되었다. 

구성도에 사용된 육각형은 본문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키워드인 운동의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며, 그림에 사용된 사각

형은 본문의 주요 흐름을 나타낸다. 내용구성도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순

서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각 내용이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연계된다면 

이를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이때 본문에서 논리적 전개를 위하여 보조적

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화살표 사이에 위치시켰다. 결과적으로 EoP는 힘

과 운동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음영 처리된 굵은 화살표가 나타낸다. 

또한, 굵은 화살표 안쪽 부등호 모양의 화살표는 갈등에 따라 구분되

는 도입(introduction), 절정(Climax), 해소(Resolution)의 단계를 갖는 이야

기 구조인 플롯 1, 2, 3, 4를 구분한다. 한편, EoP의 과학지식에 대한 본

질적인 의미와 타당성을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구성도에는 이 내용을 모두 표기할 수 없

었다. 이에 내용구성도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를 점선으로 나타내어,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내용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또

한,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의 

결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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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EoP의 내용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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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통합

EoP는 힘과 운동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서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통합된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통합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EoP는 운동을 인류의 사고만큼이나 오래된 자연의 수수께끼라고 설명

하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두 가지 단서인 운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도입한다. 두 가지 단서 중 첫 번째 단서는 속력과 힘이 직접적

인 관련을 맺을 것이라는 경험적 직관으로 운동을 해석한 아리스토텔레

스의 역학적 관점이며, 두 번째 단서는 속력의 변화와 힘이 직접적인 관

련을 맺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론을 통한 갈릴레이의 관점이다. 본문은 

마차를 끄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운동을 해석하는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문은 올바른 단서를 찾는 추리 과정을 시작하

게 된다. 갈릴레이가 사용한 과학적 추론방법인, ‘인간 사유의 역사 속

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자 ‘진정한 의미의 물리학이 시작’

되게 한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을 도입한다. EoP의 본문은 갈릴레이의 사

고실험을 통해 운동에 대한 오래된 관점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적 

관점을 갈릴레이의 관점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보인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한다’는 갈릴레이의 운동에 

대한 관점은 이후 뉴턴에 의해 관성의 법칙으로 정식화됨을 설명하면서, 

일반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본문은 먼저 운동에 대한 갈릴레이의 관점은 

직선운동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운동의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인 갈릴레이의 관점은 ‘외부로부터의 힘의 작용은 속력을 변

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정교화된다. 

이후 본문은 직선운동의 적용을 통해 얻은 정교화된 단서를 정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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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개념의 일반화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힘

은 속력뿐 아니라 방향도 변화시킨다는 것’과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과학의 고유한 개념인 벡터가 

창조된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으로 창조된 벡터를 도입한 연역

적 추론을 통해 ‘힘은 속도 변화의 방향과 같은 벡터’라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또한, 본문은 위와 같은 벡터의 도입에 대하여 ‘벡터가 이

후 힘과 운동에 대한 일반화된 법칙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다.

앞서 벡터를 도입함으로써 도출된 ‘힘이 속도 변화와 같은 방향을 같

은 벡터’라는 결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결론을 곡선운동에 

적용하는 일반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 결론을 곡선운동에 적용하여도 

모순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정교화된 결론인 ‘힘과 속도 변화의 관

계’와 ‘두 물체의 거리와 힘의 관계’가 수학의 언어를 통해 각각‘뉴

턴의 운동 제2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간결하게 정리되었음

을 보인다. 본문은 낙하하는 돌, 지구와 달의 운동, 행성의 운동 등에 적

용을 통해 두 법칙이 자연의 운동을 훌륭하게 예측함을 보여준다. 또한, 

두 법칙이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자연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을 닫힌 시계장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물리 개념들이 

외부세계에 의해 배타적으로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역학의 체계가 물체의 운동이나 달, 지구, 행성의 움

직임을 잘 설명해내지만, 이러한 고전역학의 체계 또한 실험에 의해 입

증될 수도, 배척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의 체계가 절대적인 진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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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 속에서 EoP의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

적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통합된다. EoP

의 본문에서 다뤄지는 통합된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EoP의 본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과학지식’에

는 운동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관점 중 타당성을 획득한 갈릴레이의 관

점으로부터 파생되는 과학 법칙과 개념들인 힘과 벡터, 속력과 속도, 속

력 변화 등의 개념과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의 

법칙 등이 있다. 또한, 이 과학개념과 법칙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적 사실로서 직선상의 운동, 포물선 운동, 원운동을 포함한 곡선운동, 지

구와 행성의 공전과 같은 타원운동 등의 현상을 다룬다. 이는 일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 선정되는 ‘과학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고

전역학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학지

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은 다양한 측면의 ‘과학을 둘러싼 

맥락’에 의해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EoP의 ‘과학지식’은 

갈릴레이의 단서가 뉴턴의 법칙으로 정당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다뤄진다

는 점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아 단절되어 나열되는 교육과정의 ‘과학지

식’과는 구별된다. 

EoP의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본문 전반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나

타난다. 특히 자연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를 보여줌으로

써, 자연이해에 대한 과학철학적 내용인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본문

에서 다뤄진다. 또한, EoP는 과학을 하는 인간의 모습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인간 직관의 불확실성,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한

계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두 관점이 대비

되고 대체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 과학의 과정에서 수학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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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며 고유한 과학의 개념인 벡터가 창조되는 모습, 개념의 일반

화를 통해 보편성을 추구하는 모습, 귀납과 가설 연역, 귀추와 같이 과

학적 방법을 통해 과학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과학의 지식체계

가 정당화되어가는 과학의 과정 자체를 다룬다. EoP에서는 이처럼 다양

하고 폭넓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EoP를 분석한 첫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oP의 힘과 운동에 대한 본문은‘과학지식’과 과학지식의 본질적인 타

당성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한다. 특

히 ‘과학지식’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에 의해 논리성을 갖춘 유기

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사와 과학

철학, 과학의 본성을 망라하여 광범위한 내용으로 폭넓게 다뤄지고 있

다. 이와 같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조화롭게 통합

된 EoP의 모든 내용은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

한다. 내용구성도(그림 Ⅳ–1)에서 작은 화살표로 연결된 내용들이 모여 

하나의 굵은 화살표를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구성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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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야기를 통한‘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통합

앞서 결과처럼 EoP의 본문은 힘과 운동에 대한 ‘과학지식’과 ‘과학

을 둘러싼 맥락’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기술하였듯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서술적 특징을 보이는 EoP의 내용구성에 대한 질

적인 이해를 위해 본문을 이야기의 작은 단위인 플롯의 구조(Klassen, 

2014)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플롯구조(Klassen, 2014)는 이야기 구조 모형

을 과학사 및 과학 교육적인 관점에서 확장시켜 이해하고 활용한 것이다. 

플롯은 갈등의 요소에 따라 도입(introduction), 절정(Climax), 해소

(Resolution)의 단계로 구분된다.

EoP의 본문은 ‘힘’과 ‘운동’에 대한 두 관점을 도입하면서 힘과 운

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의 추적부터 고전역학의 체계가 갖춰지까

지의 과정 전반을 다루는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EoP가 

다루는 과학의 이야기를 플롯 구조를 통해 살펴본 결과, EoP의 힘과 운동 

부분에서는 갈등이 도입되고 해소되는 3개의 온전한 플롯과 새로운 플롯

의 도입단계까지 나타난다. 그림 Ⅳ–1의 내용구성도의 도식을 관통하고 있는 

굵은 화살표에 표시된 부등호 모양은 EoP에서 나타나는 4개의 플롯을 구

분한다. EoP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4개의 플롯과 각 플롯의 내용은 표 Ⅳ-2

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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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내용

Plot 1

도입 
아리스토텔레스 관점과 갈릴레이 관점의 두 관점에서의 

운동에 대한 해석이 모순되는 갈등의 상황을 제시함

절정

과학적 추론방법인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을 통해 운동에 

대한 오래된 관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해석이 

갈릴레이의 관점으로 대체됨

해소 

정교화된 갈릴레이의 관점(힘의 작용은 속도 변화)은 직

선운동에서 모순 없음이 확인됨으로써 운동을 해석하는 

두 관점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됨

Plot 2

도입 
앞서 정교화된 단서인 갈릴레이의 관점을 일반화하는 

과정에 놓인 어려움을 소개하며 갈등을 도입됨

절정

힘이 속력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변화시키기 때문에, 

1. 벡터 개념을 도입하고, 속력과 속도를 구별함

2.‘힘과 속도 변화는 동일한 방향을 갖는 벡터’라는 

결론에 도달함

해소 
얻어진 결론을 벡터를 통해 도달한 결론을 곡선운동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됨

Plot 3

도입
그러나 현대의 물리학은 정량적인 예측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갈등이 도입됨

절정

1.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힘과 운동, 거리의 관계를

뉴턴의 운동 제2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리함

2. 두 법칙의 상호보완적 추정을 통한 운동에 대한 정량

적 결론인 역학의 체계를 완성함

해소

수학의 언어를 통해 자연의 운동을 예측하는 역학의 체

계가 완성되었으며, 이 체계가 자연의 운동에 훌륭히 적

용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됨

Plot 4 도입 

그러나 역학의 체계는 실험에 의해 입증될 수도, 배척될 

수도 있는 추리체계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도

입됨

[표 Ⅳ-3] EoP의 플롯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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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의 첫 번째 플롯은 자연의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운동을 풀기 위한 두 

가지 단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개된 두 단서는 운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며, 본문은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없음을 갈등으로 도입한다. 운동에 대한 

두 관점은 경험적 직관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과학적 추론에 의한 갈

릴레이의 관점이다. 본문은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없는 갈등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

하여 운동의 수수께끼를 푸는 올바른 단서를 찾는 추리 과정을 보인다. 과학적 추

론방법인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은 운동의 오래된 관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에 

대한 관점을 갈릴레이의 관점으로 대체한다. 갈릴레이의 관점이 직선운동에서 잘 

적용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첫 번째 플롯의 갈등은 해소에 이른다. 그러나 본문

은 첫 번째 갈등의 해소에서 완결되지 않고, ‘힘의 작용이 속력 변화’를 가져온

다는 정교화된 단서가 직선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임을 지

적한다. 즉 곡선운동에의 적용을 통해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

을 강조함으로써, 이 과정을 다루는 새로운 플롯을 시작한다.

두 번째 플롯은 앞서 정교화된 단서를 곡선운동에 적용하여 자연이해

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놓여있음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이 장애물은 

‘힘은 속력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모두 야기하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는 정교화된 단서를 곡선운동에 적용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어려

움이 두 번째 플롯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본문은 과학이 곡선운동에 적

용하는데 뒤따르는 장애물인 두 번째 플롯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유

한 개념인 ‘벡터’을 창조하는 행동(action)을 취하는 과학의 과정을 보

여준다. 창조된 개념인 벡터를 통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게 되며 과학

개념들은 엄격성을 획득하게 됨을 보인다. 앞서 정교화된 단서는 과학의 

진전을 가져오게 한 백터의 도입을 통해 ‘힘과 속도 변화는 동일한 방

향을 갖는 벡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이 결론을 곡선운동에 

적용하여 정교화된 단서의 타당성을 비로소 입증하게 되며, 두 번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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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의 갈등이 해소되게 된다. 그러나 본문은 현대의 물리학은 정량적인 

예측이 필요하며, 그 예측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함을 설명

한다. 이는 세 번째 플롯을 예고하는 갈등이 된다.

세 번째 플롯은 물리학이 최초의 단서들로부터 도출된 정성적인 결론

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갈등을 도입한다. 이에 본

문은 정량적 예측을 위해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다. 그리고 수학의 언어를 통해 앞서 얻은 힘과 속도 변화의 관계는 뉴

턴의 운동 제2 법칙으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와 힘의 관계는 만유인력

의 법칙으로 간결하게 정리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된 뉴턴의 운

동 제2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의 상호보완적 추정을 통해 비로소 자연

에서 관찰되는 운동의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본문은 과학학이 

수학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자연의 운동에 훌륭히 적용되는 역학

의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EoP의 세 번째 플롯의 갈등은 역학의 체계에 도달함으로써 해소되었

다. 그러나 본문은 또다시‘역학의 체계는 실험에 의해 입증될 수도, 배

척될 수도 있는 추리체계’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도입한다. 이 

갈등은 네 번째 플롯을 예고한다. 즉 EoP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었

으나 자연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학의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음을 지적으

로써 네 번째 플롯의 도입으로 본문을 마무리한다. 

EoP를 분석한 두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oP는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한다. 특히 이 이야기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

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가 다뤄지는 네 개의 플롯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이야기이다. 또한, EoP의 이야기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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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즉 EoP의 본문은 힘과 운동을 설명하는 역학적 관점에 대한 열

린 결말을 암시한다. 힘과 운동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열린 결말로 맺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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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 통합의 모습

앞선 EoP의 분석 결과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EoP의 본문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한 ‘과학지식’과 이에 대한 관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나타난다. 또한 ‘과학지

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고전역학의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의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를 통해 통합된다. 

이와 같은 EoP의 특징은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하고 있어 과학의 전

반적 과정을 조망할 수 있게 하며, ‘관념 세계와 현상세계를 연결하고

자 한 인류의 시도(attempts of the human mind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of ideas and the world of phenomena)(Einstein & 

Infeld, 1938)’로서의 과학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EoP의 ‘과학지

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통합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EoP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통합된 첫 번째 예

시는 운동에 대한 두 관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관점을 도입

하며,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없음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A most fundamental problem, for thousands of years wholly 

obscured by its complications, is that of motion. … To understand 

these phenomena it is wise to begin with the simplest possible 

cases, and proceed gradually to the more complicated ones. … Our 

intuitive idea is that motion is connected with the acts of pushing, 

lifting or pulling. Repeated experience would make us risk the 

further statement that we must push harder if we wish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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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dy faster. It seems natural to conclude that the stronger the 

action exerted on a body, the greater will be its speed. A 

four-horse carriage goes faster than a carriage drawn by only two 

horses. Intuition thus tells us that speed is essentially connected 

with action. 

It is a familiar fact to readers of detective fiction that a false 

clue muddles the story and postpones the solution. The method of 

reasoning dictated by intuition was wrong and led to false ideas of 

motion which were held for centuries. Aristotle’s great authority 

throughout Europe was perhaps the chief reason for the long belief 

in this intuitive idea. We read in the Mechanics, for two thousand 

years attributed to him: The moving body comes to a standstill 

when the force which pushes it along can no longer so act as to 

push it. (Einstein & Infeld, 1938, pp. 6 – 7)

위 발췌된 본문에서는 운동을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자연의 수

수께끼로 설명하면서, 반복된 경험과 직관에 의한 수수께끼의 잘못된 단

서인 ‘외부 작용으로서의 힘과 운동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해석이 유럽 전역에 걸친 아리스토텔레

스의 권위에 의해 오랫동안 운동의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로 남아있을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The discovery and use of scientific reasoning by Galileo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and marks the real beginning of physics. This discovery taught us 

that intuitive conclusions based on immediate observation are not 

always to be trusted, for they sometimes lead to the wrong c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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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ere does intuition go wrong? Can it possibly be wrong to 

say that a carriage drawn by four horses must travel faster than 

one drawn by only two? (Einstein & Infeld, 1938, pp. 7)

 

이처럼 EoP는 두 과학자의 관점을 도입하는 과학사적 접근을 통해 과

학이 갖는 사회적 성격과 과학의 추론방법, 직접관찰을 통한 직관의 한

계 등 다양한‘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과학지식’과 함께 다룬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에 대한 오래된 관점을 대체할 수 있게 한 

과학의 추론방법인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래 발췌된 내용과 같이 갈릴레이의 사고실험과 관성의 법칙의 

‘과학지식’과 함께 과학을 하는 인간의 모습과 과학의 잠정성, 패러다

임의 전환과 같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도입한다,

In a good mystery story the most obvious clues often lead to the 

wrong suspects. In our attempts to understand the laws of nature 

we find, similarly, that the most obvious intuitive explanation is 

often the wrong one.

Human thought creates an ever-changing picture of the universe. 

Galileo’s contribution was to destroy the intuitive view and 

replace it by a new one. This is the significance of Galileo’s 

discovery. (Einstein & Infeld, 1938, p. 9)

두 번째 통합의 예시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일상의 개념을 과학적 사고

에 활용하기 위하여 속력과 속도로 구분하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다. 



- 79 -

If the speedometers of two cars both show forty miles per hour, 

it is usual to say that they have the same speed or velocity, no 

matter in which direction they are travelling. But science must 

create its own language, its own concepts, for its own use. 

Scientific concepts often begin with those used in ordinary language 

for the affairs. of everyday life, but they develop quite differently. 

They are transformed and lose the ambiguity associated with them 

in ordinary language, gaining in rigorousness so that they may be 

applied to scientific thought. 

From the physicist’s point of view it is advantageous to say that 

the velocities of the two spheres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are 

different. Although purely a matter of convention, it is more 

convenient to say that four cars travelling away from the same 

traffic roundabout on different roads do not have the same velocity 

even though the speeds, as registered on the speedometers, are all 

forty miles per hour. This differentiation between speed and 

velocity illustrates how physics, starting with a concept used in 

everyday life, changes it in a way which proves fruitful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science. (Einstein & Infeld, 1938, pp. 14 - 

15)

발췌된 위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된 단어에서 출발한 과학의 개념

들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엄격성을 획득하여 과학적 사고에 이

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EoP는 속력과 속도인‘과학

지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속력과 속도로 구분되는 과학개념이 갖는 

본질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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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한 이후,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인 속도

와 힘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벡터를 도입한다. 

If a length is measured, the result is expressed as a number of 

units. The length of a stick may be 3ft. 7 in.; the weight of some 

object 2lb. 3 oz.; a measured time interval so many minutes or 

seconds. In each of these cases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is 

expressed by a number. A number alone is, however, insufficient 

for describing some physical concepts. The recognition of this fact 

marked a distinct advance in scientific investigation. A direction as 

well as a number is essential for the characterization of a velocity, 

for example. Such a quantity, possessing both magnitude and 

direction, is called a vector. A suitable symbol for it is arrow. 

Velocity may be represented by an arrow or, briefly speaking, by a 

vector whose length in some chosen scale of units is a measure of 

the speed, and whose direction is that of the motion. (Einstein & 

Infeld, 1938, p. 15)

본문은 힘과 속도와 같이 크기뿐 아니라 방향을 갖는 과학개념들이 일

정한 단위의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묘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벡터’라는 과학개념이 창조되었음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벡터 도입의 배경과 그 타당성에 대한‘과학을 둘러싼 맥락’

이 충분히 다뤄진 후에, 벡터에 대한 ‘과학지식’을 다룬다. ‘과학지

식’은 벡터가 화살표로 표현되며,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내

용을 다룬다. 즉, 벡터가 도입되는 부분에서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통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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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oP는 벡터의 도입을 통해 앞서 얻은 ‘힘은 속도를 변화시킨

다’는 결론을 곡선운동에 적용하여 개념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개념의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 힘은 던져진 돌, 회전하는 돌 등 

자연의 운동을 잘 설명함을 보이면서, 힘과 운동에 대한 결론에 도달한

다. 

All that we have said concerning motion can be summed up in a 

single sentence. Force and change of velocity are vectors having 

the same direction. This is the initial clue to the problem of 

motion, but it certainly does not suffice for a thorough explanation 

of all motions observed. The transition from Aristotle’s line of 

thought to that of Galileo formed a most important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 of science. Once this break was made, the line of 

further development was clear. (Einstein & Infeld, 1938, p. 28)

그러나 위 발췌된 내용처럼, EoP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으로부

터 갈릴레이의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은 과학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디딤

돌이 되었으나, 이렇게 일반화된 힘의 개념은 운동의 모든 것을 설명하

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현대의 물리학의 특징은 정성적일 

뿐 아니라 정량적인 결론이 도출되고 이것이 입증되어야 함을 설명하면

서, 수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수학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역학의 

체계에 도달함을 보인다. 

It is really our whole system of guesses which is to be either 

proved or disproved by experiment. No one of the assumptions can 

be isolated for separate testing. In the case of the planets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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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sun it is found that the system of mechanics works 

splendidly. Nevertheless we can well imagine that another system,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might work just as well.

Physical concepts are free creations of the human mind, and are 

not, however it may seem, uniquely determined by the external 

world. In our endeavour to understand reality we are somewhat like 

a man trying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a closed watch. … 

He will never be able to compare his picture with the real 

mechanism and he cannot even imagine the possibility or the 

meaning of such a comparison. But he certainly believes that, as 

his knowledge increases, his picture of reality will become simpler 

and simpler and will ex~lain a wider and wider range of his 

sensuous impressions. He may also believe in the existence of the 

ideal limit of knowledge and that it is approached by the human 

mind. He may call this ideal limit the objective truth. (Einstein & 

Infeld, 1938, p. 33)

앞서 EoP의 내용은 자연의 운동에 잘 적용되는 ‘역학의 체계’을 완

성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역학의 체계가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창조물로서, 외부세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한다. 또한, 자연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닫힌 시계의 장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자연의 실재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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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를 분석한 세 번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oP의 본문의 예시는 관성의 법칙, 속력과 속도, 벡터,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과학지식’에 대한 단순한 앎이나 적용을 넘어,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

락’을 함께 다룸을 보여준다. 더불어 EoP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의 발전과정과 과학사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 이

야기’에 의해 하나의 내용으로 조화롭게 통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본문의‘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을 넘어 과학의 대상인 

자연과 과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범위

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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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

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가 저술한 《The Evolution of 

Physics》를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EoP의 힘과 운동 부분에서 나타난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과 운동에 대한 EoP의 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에 대

한 본질적인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폭넓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

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힘과 운동의 관계를 다루는 EoP의 모든 내용은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둘째, EoP는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한다. 특히 이 이야기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

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가 다뤄지는 네 개의 

플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이야기이다. 또한, EoP의 이야기는 

운동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고전역학의 완성으로 완결되지 않고, 힘

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학적 관점에 대한 열린 결말을 암시한다. 

셋째, EoP 본문의 예시를 통해 관성의 법칙, 속력과 속도, 벡터, 운동

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과학지식’에 대한 단순한 앎이나 적

용을 넘어,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다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문의‘과학을 둘

러싼 맥락’은 과학을 넘어 과학의 대상인 자연과 과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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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현행의 과학교육 내용 중 ‘힘과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교과의 성격이자 목표로 과학적 소양을 기술

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

에서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

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한 가지 시도로 Einstein과 Infeld가 저술한 《The Evolution of 

Physics》에서 나타나는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

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에서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의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드

러나는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정의 교육내용인‘과학지식’은 하나의 학습요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룸

으로써,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힘’과 ‘운동’을 단절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과학지식’만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구성하며, ‘과학

을 둘러싼 맥락’은 교육내용이 아닌 지도상의 주안점으로 안내된다. 이

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과정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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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단절을 야기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구현한 교과서

의 교육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단절한다. 교

과서의 교육내용은 대부분 ‘과학지식’이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다뤄지지 않거나 과학지식과 통합되지 않도록 제시된다. 또한, 교과서의 

‘과학지식’은 운동 변화의 원인이 되는 작용으로서의 힘이 아닌, 힘의 

종류에 대한 현상과 그 예시만을 내용으로 다룬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

해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학습할 수 없다. 

두 번째 연구에서 EoP의 내용구성을 분석한 결과, EoP의 힘과 운동 

대한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힘과 

운동에 대한 EoP의 내용은 ‘과학지식’과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타당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폭넓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긴밀하게 

엮어 두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힘과 운동의 관계를 다루는 EoP의 

모든 내용은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둘

째, EoP의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통합된다. 특히 이 이야기는 고전역학의 체계가 완성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가 다뤄지는 네 개의 

플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이야기이다. 또한, EoP의 이야기는 

운동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고전역학의 완성으로 완결되지 않고, 힘

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학적 관점에 대한 열린 결말을 암시한다. 

셋째, EoP 본문의 예시를 통해 관성의 법칙, 속력과 속도, 벡터,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과학지식’에 대한 단순한 앎이나 적용을 

넘어,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제공하는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함께 다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문의‘과학을 둘러싼 맥

락’은 과학을 넘어 과학의 대상인 자연과 과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

도 조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범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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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힘과 운동에 

대한 교육내용은 ‘과학을 둘러싼 맥락’은 다루지 않으며, ‘과학지

식’만을 선정하고 구성한다. 또한, ‘과학지식’은 하나의 학습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루는데, 이는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구

성의 특징은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선정

하고 구성한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개발에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차후의 교육과정은 과학적 소양을 고려하는 교육내용으

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oP는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학지식’과 ‘과

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한다. 즉, ‘힘과 운동’의 관계로부터 뉴턴

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을 다루는 EoP의 본문은 과학의 이야기를 

통해 광범위한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과학지식’과 통합한다. EoP

의 내용은 ‘힘과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과학의 

대상인 자연, 과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oP와 같이 과학사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방법에 대

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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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후속연구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일반인을 위

해 저술된 《The Evolution of Physics》의 내용구성에 대하여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과학

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지식과 과학의 본질을 다룰 수 있도록 

조화롭게 통합된 교육내용을 지향하면서, ‘힘과 운동’이라는 특정한 주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통합의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야기(story)는 최근 교육내용과 교수법 등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Metz et al., 2007, Klassen, 2009; 

Klassen, 2010). 이와 관련하여 Kenealy(1989)는 이야기를 일련의 사건들에 일관

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보았으며, 특히 이야기가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내용과 

과학의 역사를 통합하는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runer(1996)는 과학교육에서 지식을 조직하기 위한 구조로서 내러티브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환’하는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리스 

시대 이후 과학이 명제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과거와 달리,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모델 위에 의지하게 되는 과학의 진보와 그러한 우

리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즉, 과학이 인간의 행위임과 동시에 특정한 관점에서 추

진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관점을 내포하게 되는 이야기의 형식은 과학의 

관점과 해석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질과 자연, 인간을 이해하도록 하는 EoP의 내용은 현대적 의

미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의 내용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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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과학사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 이야기에 의한 ‘과학지식’과 ‘과학

을 둘러싼 맥락’의 통합은 앞서 소개된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쟁점의 해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과학적 소양을 위

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EoP의 내용을 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급이나 교과의 특성에 따라, 과학의 다른 과목들이 함께 구성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EoP의 내용구성의 특징을 교육내용의 개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학교급, 학생 수준에 맞게 제시될 수 있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교육은 과학의 본질을 다루는 교육내용, 즉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되,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STS 등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재가 교육내용으로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중심으

로 구성된 교육내용에 다양한 소재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교육 내용

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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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oversial Issue 

on the Science Content 

for Scientific Literacy 

 - Focusing on ‘Scientific Knowledge’ vs. 

‘Context surrounding Science’ -

Hyejin Hong

Physic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Literacy has been a major goal of science education 

worldwide. With the rapid change of society based on science, the 

definition of scientific literacy is gradually expanding and being 

re-conceptualization. Modern scientific literacy, in particular, stresses 

the acquisi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as well as 

the nurturing of citizens who can play a role in society. This means 

that education for scientific literacy is necessary for science-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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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that occur globally, as well as the emphasis on scientific 

knowledge or everyday problem solving.

What should be the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for this Scientific 

Literacy? In particular, modern scientific literacy emphasize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science. And it is argued that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nature of science, which deal with the 

essence of science, should be dealt with scientific knowledge. We 

deeply agrees with this argument of the prior research. And we believ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content in science education aiming at 

scientific literacy from this point of view.

Meanwhile, there is one of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for scientific literacy. It is about the difficulty of 

integrating scientific knowledge and outside of scientific knowledge. In 

fact, many studies have reported cases of this difficulty. In this regard, 

We noted that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specific alternativ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for scientific literacy. And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science itself, that is, the essence of science. Through consideration 

of prior research, ‘Context surrounding science’ define as content 

that can provide ‘the 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Millar & 

Osborn, 1998)’. ‘Context surrounding science’ includes the essential 

and specific context of science: nature of scienc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current contents in science 



- 100 -

education for scientific literacy, the contents of ‘force and mo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and to find specific alternatives to harmoniously 

reconcile the two. 

At first, We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curriculum,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for Science literacy. Then We analyzed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Evolution of Physics》 (EoP), written 

by Einstein and Field, in an attempt to explore specific alternatives to 

the content composition in science education.

This research analyzed two subjects using ‘quality content analysis 

method’ and presented the results with the ‘content composition 

diagram’. At first, We further analyzed five textbooks of 'Science 1' 

developed for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Secondly, We 

further analyzed the ‘plot structure(Klassen, 2014)’ for a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 EoP.

As a result of the first research, content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was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content of the 

curriculum are break off ‘Scientific knowledge’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And ‘Scientific knowledge’ is also 

disconnected, which separates the two close concepts, ‘Force’ and 

‘Motion’. Second, the curriculum only selects ‘Scientific 

knowledge’ as its content,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is a 

guide to teaching activities. This causes a disconnection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Third, 

most textbooks only cover ‘Scientific knowledge’. In additio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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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urrounding science’ that appears in textbook is presented 

as an appendix, which breaks off from ‘Scientific knowledge’.

As a result of the second research, the content composition of EoP 

was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EoP h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a wide range of ‘Context 

surrounding science’. Secondly, ‘Scientific knowledge’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in EoP are reconciled by stories based on 

scientific history. In particular, ‘The story of science' in EoP is 

formed by four plots. Each plot deals with the introduc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that occur until the classical mechanics system is 

completed. Third, EoP’s content covered together not only with the 

simple appl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e.g. The law of inertia, 

Speed and Velocity, Vector, The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but also 

with the ‘Context surrounding science’ that provides the essential 

relevance and meaning of ‘Scientific knowledge’. In particular, 

‘Context surrounding science’ covers a wide range of content. and it 

not only allows us to understand the science itself, but also have an 

insight into nature which is the object of science, and human beings 

who are the subject of science.

In summary, The curriculum selects only ‘Scientific knowledge’ for 

educational content. This composition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idea of 'force and motion' and the essence of science. 

EoP, on the other hand, deals with a history-based story, the process 

of completing classical mechanics from the relationship of force and 

motion. The science story reconciles ‘Scientific knowledge’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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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range of ‘Context surrounding science’. Through this, the EoP 

enables us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idea of ‘force and 

motion’ and the essence of science. 

This method of content composition in EoP could be a good way to 

reconcile ‘Scientific knowledge’ and ‘Context surrounding science’. 

It also shows new possibilities for how to organize educational content 

for scientific literacy.

keywords : Scientific Literacy, Curriculum, Content of Science 

Education, Scientific Knowledge, Context,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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