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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과 북한은 분단된 채 70여 년 동안 다른 교육체계와 방법으로 교

육을 수행해왔다. 최근 한국과 북한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했고, 한국

은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에서, 북한은 2013 교육강령에서 탐구를 통

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각각 탐구를 어

떻게 이해하고 교과서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1 교과서와 북한

의 2013 교육강령 고급중학교 물리 1 교과서의 탐구지향성과 탐구 활동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omey(1968)의 분석틀로 전체 교과서에 나타나는 탐구지향

성을 본문, 삽화, 문제,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Romey의 분석틀이 고

전적인 관점의 탐구지향성을 분석하고 정량적인 결과만을 제시한다는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탐구 활동에 대해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

고 네트워크 구조를 NRC(2012)의 8가지 과학 실천 분석틀로 해석하였

다. 

분석 결과, 북한은 본문 영역이, 남한은 활동 영역이 탐구 지향적이라

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본문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남한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

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남한에서는 상호 협력을 중요시하는 핵심어와 

핵심링크를 가지고 있었고, 개념-현상-측정-특징-토의-모둠 활동의 6

가지 요소를 가진 구조로 탐구 활동이 구성되었다. 또한, 각각의 하위 구

조에서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의 분석

과 설명’,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

하기’ 등의 과학 실천을 포함했고,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의 과학 실천은 

포함하지 않아 현상을 다양한 종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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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핵심어와 핵심링크가 개념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대상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간단한 현

상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들로부터 개념의 도입과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

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 개념 중심적 과학 탐구의 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 구조에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

안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

기’등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과학 실천은 포함되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물리학 1 교과서는 토론과 실험 등 탐구 활동의 6

가지 요소가 연결성을 가진 구조로 이루어졌고, 협력적 탐구 활동을 강

조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북한의 고급중학교 1 물리 교과서는 현상

을 제시하고, 현상에 맞는 개념을 도입하고,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탐구 활동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개념 중심적 탐구 활동 구조를 가졌

다. 또한, 남한의 상호 협력적 학습과 다르게 개인의 개념학습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북한의 학제의 차

이로 물리학 1 교과서의 공통부분만 분석하여 물리 교과서 전체에 대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실제 교육의 모습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교과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전 과정의 물리 교과서에 대

한 추가 분석과 탈북 교사 혹은 탈북 청소년 인터뷰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탐구지향성, 남북한 교과서, 탐구 활동, 언어 네트워크 분석, 과

학 실천 

학  번 : 2018-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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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채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과정

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통일에 대비하여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교

육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체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한만길, 2012; 최돈형 외, 1998; 김진숙, 

2016; 조미선과 김중복, 2019; 조정아 외, 2015). 남북한 과학교육을 비교

한 선행연구에는 크게 과학 용어에 대한 연구(이호성 외, 2008; 김유진과 신

중진, 2016),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조미선과 김중복, 2019; 신원

섭 외, 2013; 조미선, 2020)에 대한 연구 및 교과서에 나타난 탐구 경향성 

분석에 대한 연구(박기락과 박현주, 2019; 박현주와 권지윤, 2019)가 있다. 

과학교육의 경우는 “탐구”가 과학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 교수학

습과 과학교실의 수업 문화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1960년대 

이후 과학 교육과정에서 탐구가 강조되어왔으며, 다양한 의미로 과학 탐구가 

이해되었다. 또한 과학 탐구를 가르치는 교수학습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012). 2012년 미국의 NRC

는 “탐구”라는 용어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고 확장적 개념을 가지는 과학적 

실천(Scientific Practices)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과학수업의 활동과 탐구 중심적 과학수업을 정의하였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NASEM(2019)에서 제시하는 전통적 과학탐구활동은 개념학습 중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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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강의, 실험실 활동 등 각각의 교수학습활동이 보다 분리되어 이루지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탐구중심적 과학활동은 질문, 토론, 평가 등의 활동이 협

력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지시적이기 보다는 보다 안내

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위와 같이 탐구 활동을 확장적으로 정의하여 과학교육의 내용으로 삼으려

는 경향은 한국의 2009 개정 과학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강남화와 

이은미, 2013).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

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그림 1 전통적 과학활동과 탐구와 디자인 중심의 활동(NASE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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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평생 학습능력 등 과학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

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탐구 활동을 수행할 

때 단순한 관찰이나 표 및 그래프 작성뿐만 아니라 탐구 문제 설정, 가설 설

정, 실험 설계, 증거에 기초한 결론 도출 등과 같은 탐구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며, 탐구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반박하거나, 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거

에 바탕을 두도록 하며 탐구 활동을 모둠 학습으로 할 때에는 과학 탐구에서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의사소통을 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교육부, 2015).

탐구를 강조하는 경향은 북한의 2013년 교육강령과 교과서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최근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며 발표한 ‘2013 교육강령’에서는 그

동안 강조했던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

에서 벗어나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강조하며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종합능력, 추상일반화능력, 판단추리능력, 상상

력, 창조력, 언어표현능력, 문자표현능력, 창조적인 학습능력 등 함양해야 하

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조정아, 2014; 조정아 외, 2015). 

2013 교육강령에 따른 새 물리 교과서 집필 지침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 현

상에 대한 관찰과 조사, 가설설정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탐구 정신과 탐구방

법, 창조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교과서 집필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며 

‘해보기’, ‘토론하기’, ‘생각하기’ 등을 통해 지식을 심화시키고 사고

를 계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조정아, 2014).

이상과 같이 북한의 2013 교육강령과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도 공통으로 ‘탐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쪽

이 탐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과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북한에 대한 자료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데, 북한 교과

서는 교육강령에 따라 집필되는 단일의 교과서이고, 북한 교육은 교과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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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과서는 북한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수 자료로 간주

된다(이기돈과 이지현, 2016). 또한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학

습 자료로 학습의 내용과 전달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과

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통합을 위한 기

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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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언

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2015 개정 교과서와 북한의 2013 개

정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탐구지향성은 어떻게 다른가?

2.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남한의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3.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북한의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4. 남한과 북한 탐구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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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탐구 활동

과학적 탐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관찰, 측정, 의사소통, 분류, 예

상, 추론 등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고, 수행, 조사, 실험, 토의, 토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2. 과학 실천(Science Practices)

과학 탐구를 실험을 통한 연구로 봤던 좁은 의미의 해석에서 과학자의 

수행하는 과정을 담은 넓은 의미로 확장한 것으로, 8가지 과학 실천이 있

고,‘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조사 계

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1.3.3. 탐구지향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교과서 안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거나 단순한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을 비 탐구 지향적

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탐구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

다.

 

1.3.4. 로미 지수

Romey(1968)가 개발한 교과서의 탐구 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본

문, 삽화, 문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지수이다. 본문, 삽화, 문제에 

포함된 문장을 비 탐구 지향적 문장과 탐구 지향적 문장으로 구분하여 탐

구 지향적 문장의 합을 비 탐구 지향적 문장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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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언어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내의 개념들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찾아

내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텍스트 내의 개념을 노드

(Node), 개념 간의 연결 정도를 링크(Link), 텍스트 내에서 동시 등장 

횟수를 가중치(Weight), 연결 정도가 많은 정도를 연결 중심성

(Centrality)로 나타내고 그 값을 분석해서 텍스트 내의 개념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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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북한과 남한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탐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

고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 전체의 탐구 지향성에 대한 연구와 교과서 탐구 활

동에서의 탐구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물리학 1 교과서

는 현재 8종이 출판되어 있고, 연구에서는 1종의 교과서를 가지고 분석을 진

행했기 때문에 한국의 물리학 1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학제와 교과 편제의 차이로 인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

우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남한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서로 다른 학제로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 고급 중학교 1, 2, 3으로 나눠서 물리를 배우고 한국의 경우 물리학 1

과 물리학 2로 배운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급 중학교 1 교과서 중 한국의 물

리학 1 내용과 공통된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다. 북한 자료의 경우 특수자료로 분류

되어 일차 자료의 방출 제한이 있어 복사본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북한의 교수참고서에 있는 교

육과정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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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탐구

2.1.1 과학적 탐구

과학에서 탐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과학적 탐구의 의미는 계속해

서 변화해왔다. 먼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를 살펴보면, 1957년 

러시아 우주 위성 Sputnik의 발사로 미국이 공사립 연구기관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과학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하게 했고, 그 결과 미국과학진흥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에

서는 관찰, 추론, 수의 이용, 가설설정, 실험 같은 과학의 실행을 강조한 과학-

과정 접근 프로그램을 주장했다(AAAS, 1967). 프로그램에서 과학의 과정을 

주로 강조하고, 과학의 내용을 덜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후에 발견을 강조

하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견학습과 같은 열린 탐구와 대조

적으로 과학의 과정을 매우 강조한 (Schwab & Brandwein, 1962)의 관념

은 탐구의 초점이 학습하는 개념, 현상, 관념들의 진화와 변화 과정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과학수업 접근법은 (NRC, 1996)의 미국 국가 수준 과학

교육 기준으로 이어진다. 에서 탐구를 ‘과학적 문제 제기하기’, ‘문제에 대

한 답을 구성하기 위한 증거 수집하기’, ‘문제의 답으로서의 설명 구축하

기’, ‘구축한 설명을 과학적 배경지식과 연결하기’, ‘과학적 생각을 소통

하기’의 다섯 개의 요소로 제시하게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서 2010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면, 이전에 과학적 탐구의 

의미를 지식에 대한 습득의 전통적 의미와 전통적 과정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학생들이 과학자가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의 이해와 과학 지식과 과학적 관

념의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인 과학자의 방법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 10 -

구체적으로 탐구가 기준이 되고, 탐구를 학습하고 있는 관념과 이 관념을 아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탐구기반 수업을 주장하고 있다(NRC, 1996). 탐구기반 수

업의 세 가지 측면인 현상, 실행, 결과의 측면을 현장에서 촉진 시키기 위해 

2008년 NSTA에서는 Science as inquiry in the secondary 

setting(Luft et al., 2008)을 출판하였다.

2012년 이후의 과학 탐구의 의미는 NRC, 2012에서 제시한 K-12 과학교

육 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K-12 과학교육 틀은 과학 및 공학 또는 과학기

술과 통합된 사회에서 학생들이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행(Practices)라는 용어로 과학적 탐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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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과학 실천의 종류

미국의 (NRC, 2012)에서는 과학에서 탐구가 지식을 얻는 수단(방법)으로 

한정적으로 해석(Grandy & Duschl, 2007) 되었던 것에서 전문화된 사고와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현상이나 체계를 나타내는 모형의 개발, 추론에 의한 예

측, 적절한 도구의 제작 등 과학자들이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실천으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 과학에 대한 이런 접근을 통해 실험

을 통한 연구만을 강조하는 개별적 과학 탐구의 경향을 줄이고, 하나의 “과학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실천에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고, 어떤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NRC, 2012).

그림 2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하는 세 가지 범주의 활동(NR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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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과학자들의 활동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체계화했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연구” 활동에서는 연구와 경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어떤 현상을 볼 것인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설명과 해결책 개발” 활동은 이미 정립된 이론이나 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을 

확장하고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두 활동 사이에 있는 

“평가”와 관련된 활동은 주로 제안된 모형이나 설명, 그리고 설계를 수정하

도록 하는 토론과 비판이다(Klahr & Dunbar, 1988; Schwarz et al., 

2009)

(NRC, 2012)에서는 과학자들의 실제 연구 활동들을 토대로 k-12 

Science Education Framework 여덟 가지 실천을 제안했다. 여덟 가지 과

학적 실천은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조

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

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실천과 과학적 실천의 성취목표에 기초하여 각각의 과학적 실천에 해

당하는 활동의 종류를 구성한 (강남화와 이은미, 2013)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

석의 기준을 잡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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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현상에 대해 경험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형성하고, 이미 알려진 것을 설정하고, 아직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을 결정하는 능력

활동의 종류

(1) 자연과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질문하기. (2) 과학적 질문과 비과학적 질문을 구별하기. (3) 교실 내에서 자

료를 이용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정교화 하고, 그 질문을 이용하여 탐구를 고안하거나 실용적 

해결책을 구성하기 (4) 논쟁의 전제를 확인하거나 부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하기. 연구 질문이나 공학적 문제를 정

교화 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거나 자료의 해석에 도전하는 질문하기. (5) 관찰에서 특징이나 패턴, 모순을 인식하

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하기. (6)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하기.

P2.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것

활동의 종류

(1) 사건이나 체계를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기. (2) 현상을 다양한 종류의 모형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3) 계나 

과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모형의 정확성과 한계를 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기. (4) 계를 탐구하고 이해

하는 도구로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5) 문제해결에 대한 고안을 시험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

하기.

P3.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실험에서 변인을 밝히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활동의 종류

(1) 교실, 학교 실험실 또는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 가능하면 이론이나 모형에 기초한 가설을 설

정하기. (2)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그 자료의 수집을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어떻게 측정치를 기록할 지 결정

하기. (3) 타당한 측정치 산출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료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자료의 정밀도 한계를 고려하기. (4) 실

험 또는 현장 연구 절차를 계획하고 관련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필요하면 통제변인을 확인하기. (5) 얽힌 변인의 가

능성 또는 효과를 고려하여 연구 고안에서 통제하기.

표 1 8가지 과학적 실천과 해당 활동의 종류(NRC, 2012; 강남화와 이은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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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자료에 있는 유의미한 요소들과 패턴을 확인

하는 것. 오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신뢰구간 계산하기

활동의 종류

(1) 패턴을 찾기 위해 또는 자료가 가설과 일관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 해석하기. (2) 기대치

에 어긋난 자료를 인지하고 초기 모형의 수정 고려하기. (3) 자료의 통합, 정리를 위해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베이스, 표, 차트, 그래프, 수학, 통계, 전산기술을 사용하고 변인간의 관계 조사하기. (4) 적절한 수학과 통계

기술을 이용하여 자료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을 평가하기.

(5) 물리적 모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조건하에 성능 분석하기.

P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물리적 변인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초적 도구로서 수학과 전산 사용. 물리계의 활동에 

대한 예상을 위한 수학과 전산적 도구 사용. 중요한 패턴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도구로 통계 기술 사용.

활동의 종류

(1) 차원의 양을 인식하고 수학 공식과 그래프의 응용에서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기. (2) 과학 모형만들기와 조사에

서 적절한 수학이나 알고리듬으로 관계와 양을 표현하기. (3)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현상이나 계에 관한 가정에 근거

한 수학적 모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기. (4) 간단한 대표적인 수학 표현,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뮬레

이션 이용하기. (5) 자료 분석에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하기.

표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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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 과학의 목표로서 물질세계를 설명하는 설명체계를 제공하는 이론을 구성하는 것.

활동의 종류

(1) 과학이론을 이용하고 그것을 모형과 증거와 연결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 구성하기. (2) 직∙간접적인 과학적 증거와 

모형을 이용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지지 또는 반박하기. (3) 적절한 수준의 인과적 설명을 제안하기. (4) 주어진 설

명의 취약점을 알아내기. (5) 과학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6)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 전 과정에 참여하여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기. (7) 장치를 만들거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8) 공동으

로 개발한 디자인 기준에 따라 여러 경쟁하는 디자인을 비평하기.
P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설명체계를 방어하고, 자료의 견고한 기초위에 증거를 형성하고, 증거와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서 그들의 

이해를 시험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조사된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구하는 것

활동의 종류

(1) 자료가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가를 보이는 과학적 논쟁을 구성하기. (2) 과학적 논쟁의 가능한 취약점을 논리와 

증거에 비추어 밝히기. (3) 자신의 논의에서 결점을 찾고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논의를 향상시키기. (4) 과학적 

논의의 주요 특성이 주장, 자료, 이유임을 알고 주어진 예에서 그 요소들을 구분하기. (5) 주어진 과학 사고의 발달에서 

쟁점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 시작점에서의 논쟁을 기술하고 왜 특정한 하나의 이론이 성공했는가를 밝히기. (6) 어떻게 

지식에 대한 주장이 과학계에서 판정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동료평가의 장점과 한계, 주요한 연구의 독립적인 반복이 필요

함을 조리 있게 표명하기. (7)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매체의 보고서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강점과 약점을 밝히기.

P8.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말, 글, 표, 그림, 그래프, 방정식을 이용 동료와 개방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생각과 탐구의 결

과를 소통하는 것. 신문, 인터넷 등에서 획득한 정보의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설명을 산출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

활동의 종류

(1) 말, 표, 도표, 그래프 또는 수식을 이용하여 개념을 전달하거나 질문하기. (2) 표, 그림, 그래프를 포함하는 과학, 

공학 문서를 읽고 전달되고 있는 주요 생각을 설명하기. (3) 과학, 기술적 말과 글의 특성을 인식하고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과 한 일 전달하기. (4) 교실상황에 맞게 편집된 과학 문헌들 또는 과학에 대한 대중매체 보고서를 자료, 가설, 결

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논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표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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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과 남한의 교육과정 및 교사 지도서에서의 탐구

2.2.1. 북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육강령은 2013년도에 새롭게 개발되

었다.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이 새롭게 개발된 교육강

령이다. 하지만, 북한의 자료는 특수자료로 일반인이 열람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자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2013년에 출판한 고급중학교 제1학년 물리 

교수참고서(교육도서출판사, 2013)에 나타난 내용 중 “탐구”와 관련된 내용

을 가지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탐구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2). 

표2에 살펴보면 북한의 ‘고급중학교 물리과목교수의 목적과 목표’에서는 교

수의 목적을 “물리적현상을 리해하는데 필요한 물리학의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과 탐구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라고 서술하고, 활용능

력과 탐구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1학년 물리과목교수의 교수

목표에서의 능력 부분을 자세히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능력을 살펴보면 관찰능력

과 사고능력의 경우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화 능력은 ‘모형 개발하

고 사용하기’, 물리적 내용들을 그래프화, 체계화, 도표화하는 능력은 ‘자료 분

석하고 해석하기’, 실생활문제를 과학탐구방법으로 해결하는 탐구능력은 ‘증거

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NRC, 2012), 실험기구

를 다루고 표준조작법대로 진행하는 실험능력이나, 련습문제풀이능력 등은 탐구

를 기술(Skill)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구에 대한 도달 기준을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탐구 활동의 내용으로 “문헌

조사, 토론, 실험, 견학”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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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물리과목교수의 목적과 목표

교수 목적

고급중학교 물리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을 물리학과 그 응용분야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

씀사상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물리

적현상들을 리해하는데 필요한 물리학의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

력과 탐구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능력

① 사물현상을 물리적으로 보는 관찰 및 사고능력과 모형화하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② 물리적내용들을 그라프화, 체계화, 도표화하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③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찾고 배운 지식을 문제풀이에 옳게 적용하여 해결하는 련습

문제풀이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④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하며 실험기구를 선택, 조립하고 실험 결과를 기록하

고 분석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험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⑤ 관찰, 조사, 실험 등을 통하여 물리현상과 관련된 실생활문제를 과학탐구방법으로 

해결하는 탐구능력을 초보적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⑥ 주위현상들을 물리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론리있게 서술하고 설명하며 발표하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표 2 북한 물리 교수참고서에 나타난 물리 교수 목적과 능력 (리종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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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물리과목교수의 

교수목표

능력

① 사물현상을 힘과 에네르기의 관점에서 보는 관찰능력과 사고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② 사물을 질점과 리상기체로 모형화하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③ 운동과 힘, 열, 빛, 전기에 관한 물리적내용들을 그라프화, 체계화, 도표화하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④ 물리학에서 실험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과 힘, 빛, 전기와 관련된 실험기구들을 기본적

으로 다루고 실험을 표준조작법대로 진행하는 실험능력을 소유하도록 한다.

⑤ 관찰, 조사, 실험 등을 통하여 운동과 힘, 열, 빛, 전기현상과 관련된 실생활문제를 과학탐구방법으

로 해결하는 탐구능력을 초보적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도달 기준

(탐구)

-갈릴레이의 자유락하운동에 관한 실험내용을 비롯하여 뉴톤의 운동법칙, 옴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사

적내용을 알고있어야 한다.

-물리지식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힘, 열, 전기, 광학현상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분

석하고 해로운 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리롭게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문헌조사, 토론, 실험, 견학 등을 

통하여 내놓을수 있어야 한다.

표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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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을 통해 물리교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물리교재의 특성으로 기술된 

부분에서는 2013 교육강령의 특징(조정아, 2014; 조정아 외, 2015)인 주입식

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습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가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생활과 관련된 자료, 과학

사 자료, 해보기, 살펴보기, 생각하기, 토론문제, 탐구문제 등을 주었다고 한다. 이

는 북한의 탐구 활동에 해당하며 이 중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들에 대

해서는 제외하고 학생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해보기’, ‘살펴보기’, 

‘생각하기’, ‘토론문제’, ‘탐구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물리교재의 
특성

① 물리과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물리과목을 쉽고 재미나며 학생들

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과목이 되도록 교재내용을 구성하고 교수방법을 구

현한 것이다.

② 물리과목교육에서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

이 진행되도록 교재내용을 구성하고 교수방법을 구현한 것이다.

③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적극 키워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재 내용

을 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구현한 것이다.

물리교재에서는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과 관련된 자료, 과학사자료, 해보기, 살펴보기, 생각하기, 토론문제, 탐구

문제 등을 적절한 계기에 주어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였다.

④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교재내용을 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구현한 것이다.

표 3 북한 물리 교수참고서에 나타난 물리교재의 특징(리종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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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직선운동

제1절. 운동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제2절. 물체의 빠른 정도는 무엇으로 나타낼가

제3절. 속도의 변화를 표시하자

제4절. 절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보면

복습문제

9

16

23

34

42

제2장. 힘과 평형

제1절. 힘이란 무엇인가

제2절. 여러 힘이 작용하면 힘이 커질가

제3절. 흔히 보는 몇가지 힘들

제4절. 물체를 쉽게 돌리려면

제5절. 물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복습문제

47

50

60

75

85

93

제3장. 힘과 운동

제1절. 물체는 왜 운동하는가

제2절. 힘을 받기만 할가

제3절. 로케트는 어떻게 날아오를가

제4절. 몇가지 운동을 설명해보자

복습문제

100

107

110

120

126

제4장. 일과 에네르기

제1절. 일은 어떻게 표시할가

제2절. 운동하는 물체의 에네르기

제3절. 자리가 변하면 에네르기가 달라진다

제4절. 운동에네르기는 어디로 갔을가

복습문제

130

134

137

143

150

제5장. 물질의 세 상태

제1절.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들은 어떻게 운동할가

제2절. 고체와 액체에 열을 주면 얼마나 불어날가

제3절. 액체방울은 왜 구모양을 가지는가

제4절. 고체겉면에서 액체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가

제5절. 기체상태의 변화에도 법칙성이 있다

복습문제

155

164

171

177

183

193

표 4 북한 고급 중학교 1 물리 교과서 차례(리종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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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열기관의 원리

제1절. 물체속에도 에네르기가 있는가

제2절. 저절로 돌아가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가

제3절. 여러 가지 열기관들

복습문제

197

201

209

216

제7장. 빛의 전파

제1절. 빛은 어떻게 갈가

제2절. 빛을 어떻게 모으고 헤칠가

제3절. 잘 보기 위한 기구

제4절. 더 밝게 보자면

복습문제

219

229

240

249

255

제8장. 전기마당

제1절. 전기띤 물체들은 어떻게 힘을 주고받을가

제2절. 전기띤 물체도 에네르기를 가진다

제3절. 전기마당속에 물체를 넣으면

제4절. 전기를 어떻게 담을가

복습문제

260

272

281

295

306

제9장. 전류

제1절. 전류가 흐르려면

제2절.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관계될가

제3절. 전류도 일을 한다

복습문제

312

320

331

340

표 4 (Continued)



- 22 -

2.2.2. 남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남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교육부, 2015)에서 물리학 Ⅰ의 교수․학습 방향을 참고했다. 표5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향 중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의, 실험, 토의, 조사, 프로젝트, 과제 연구, 과학관 견학과 같은 학교 밖 

과학 활동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라는 기술을 한

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탐구 활동에는 실험, 토의 조사, 프로젝트 등 학교 안과 밖의 다

양한 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탐구 활동을 수행할 때 탐구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며, 탐구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탐구 활동을‘모둠 학

습’으로 할 때는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조했고, 이는 과학 실천 중 ‘증거에 입각

하여 논의하기’와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는 북한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남한 교육과정의 탐

구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방향에는 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

력 함양,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지도와 탐구로 과학 개념의 형성되는 과정 경험,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학생 주도형 탐구 실험의 지도, 안전에 대한 부

분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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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Ⅰ’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의 이해, 과학의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등을 균형 있게 길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둔다.

(1) 학습 지도 계획 수립 시 학교의 실정이나 지역의 특성, 학생의 능력, 자료의 준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 지도의 시기 

및 교수학습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학습 내용은 개념적 체계에 유의하여 ‘통합과학’이나 ‘물리학Ⅱ’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이 

없도록 한다.

(3)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실험, 토의, 조사, 프로젝트, 과제 연구, 과학관 견학과 같은 학교 밖 과학 활

동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

(4) 탐구 활동을 수행할 때 단순한 관찰이나 표 및 그래프 작성뿐만 아니라 탐구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증거에 기초한 결

론 도출 등과 같은 탐구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며, 탐구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반박하거나, 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도록 한다.

(5) 탐구 활동을 모둠 학습으로 할 때에는 과학 탐구에서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의시소통을 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

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6) 물리학 및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 상식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물리학자 이야기, 물리학사, 시사성 있는 물리 내용 등을 활용하며, 개방형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표 5 남한의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학Ⅰ 교수학습 방향 (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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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과학 윤리, 과학기술사회의 상호 관련성, 과학적 모델의 특성 등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

용을 적절한 소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탐구를 통하여 시행착오 및 대담한 가설의 형성 등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9)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자연 현상과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물리 현상을 활용하여 관련된 물리적 개념을 이

해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의 구체적 조작 활동,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과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10) 물리학이 많은 과학 분야의 기초를 제공하며,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기본적 학문임을 인식시키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생활에서 첨단 과학이 갖는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11)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을 지양하고 학생 주도형 탐구 실험이 되도록 지도하며, 탐구 활동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다양한 탐구 활

동을 수업에서 활용한다.

(12) 실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실험 기구의 사용 방법,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험 후 폐기물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처리한다.

(13) 실험 기구나 재료는 충분히 준비하고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점검한다.

(14) 야외 탐구 활동 및 현장 학습 시에는 사전 답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표 5 Continued (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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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남북한의 과학교육 관련 선행연구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해 남북한의 교육 실상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민영기, 1996; 최돈형 외, 1998; 이양락, 

2000; 박광서 외, 2004; 신원섭 외, 2013; 박현주와 권지윤, 2019; 간치멕과 

차희영, 2020). 

북한의 교육 실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대

부분 교육 실상을 나타내는 자료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져 있고(민영기, 1996; 신원섭, 2018; 박현주와 권지윤, 2019), 교육과정과 

교과서 자료 외에 추가로 북한의 교육과 관련된 문헌과 신문기사들을 참고하여 

교육 실상을 조사한 연구(이양락, 2000; 간치멕과 차희영, 2020)도 있었다. 

또한, 자료만을 통해 교육 실상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돈형 외(1998)에서는 북한 귀순자 초빙 간담회를 열어 북한 교육 실상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고, 신원섭 외(2013)는 탈북 학생들의 생명과학 

지도를 위해 교과서 분석과 탈북 학생과 지도교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

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남한의 과학수업이 어려운 이유로 낱말(용어)의 뜻

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학습 결손에 의해 기초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과학수업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볼 수 있었고, 북한

의 새롭게 변화된 교육과정과 전 교육과정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로 살펴봤을 때, 물리 과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새 교육과정에서 물리 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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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연구 방법 대상 자료

민영기

(1996)

북한의 물리 교육 및 교과서 

분석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남한: 초등학교 자연 3-2, 4-1, 4-2, 5-1, 5-2, 6-1, 

6-2(1994년 판), 고등학교 물리, 과학 2(상), 중학교 과학 

1, 2, 3

제5차 교육과정

북한: 고등중학교 2, 3, 4, 5, 6학년용 물리(1989-1991), 

자연 3(1990), 자연 4(1989)

(김일성, 1979), (김형찬, 1990), (리영복, 1984) 참고

최돈형 

외(1998)

남북한 초등학교 자연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문헌 수집 분석

북한 귀순자 초빙 간담회

남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4권(1-1, 1-2, 2-1, 

2-2), 자연 8권(3-1, 3-2, 4-1, 4-2, 5-1, 5-2, 6-1, 

6-2)(제6차 교육과정), 제 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북한: 인민학교 자연 3학년(1990년 판), 4학년(1989년 판), 

1983년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과정안

이양락

(2000)

남북한 중등학교 지구과학 교

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관련 

북한, 남한 문헌 수집 분석

남한: 중학교 1, 2, 3학년 과학(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과학,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제6차 교육과정), 

제6차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 1~지리 5(1991년 판, 1995년 판), 

1983년 과정안

표 6 남북한 과학교육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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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연구 방법 대상 자료

박광서 외

(2004)

남북한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

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자료 

분석

남한: 중학교 7, 8, 9학년 과학(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북한: 중학교 2 물리, 중학교 3 물리, 중학교 3 화학, 중

학교 4 화학(1996년 과정안). 1996년 과정안

신원섭 외

(2013)

탈북 학생의 생명과학 지도를 

위한 초·중등학교 남북한 과

학 교과서 내용 분석

탈북 학생과 지도교사 인식 조사 

설문지, 교과서 분석

남한: 초등학교 3~6학년 과학(2012년 판), 중학교 1, 

2 과학(2012년 판)

북한: 자연 인민학교 3, 4(2001년 판), 생물 중학교 

2(2002년 판), 3, 4(2003년 판)

신원섭

(2018)

북한 소학교 3학년 자연 교과

서의 에너지 관련 단원 분석
교과서 분석

남한: 3~4학년 교과서(2015 개정), 실험관찰 3-1, 

3-2, 4-1, 4-2(2018년 판)

북한: 자연 소학교 3학년 주체103(조순옥 등, 2014)

박현주와 

권지윤

(2019)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고급중학

교 1 화학 교과서의 탐구 경

향성 분석

교과서 분석 연구 북한: 고급중학교 1 화학 교과서(2013년 교육강령)

간치멕과 

차희영

(2020)

남한과 북한의 중고등학교 과

학과 교육과정 중 생명과학 

영역 비교 연구

교육과정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 방법

남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북한: 2013 교육강령

표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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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북한의 고급중학교 1 물리 교과서와 한국의 2015 개정 물리 1 

교과서이다. 

한국의 물리학 1 교과서는 현재 8종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그중 8종에 대

해 페이지 수, 삽화 수, 문제 수, 활동 수를 통계 낸 것이 표 4과 같고, 각 교과서

는 출판사 영문 표기의 첫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페이지 수에 대한 활

동 수가 많아 2015 교육과정의 탐구 활동을 강조한 것을 잘 포함하고, 물리학 2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물리학 2 교과서가 출판해 있는 5종의 교과서 중 

점유율이 높은 V 출판사의 물리학 1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한국 V 출판사의 물리학 1 교과서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 통신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3개, 2개, 2개씩의 

소단원이 있다(표 5). 총 면수는 138면이고, 삽화는 257개, 문제는 49개, 활동

은 71개이다. 이때, V 출판사의 탐구 활동으로는 ‘생각 나누기’, ‘해보기’, 

‘창의 융합 활동하기’, ‘탐구 실험’, ‘말하고 쓰는 과학’, ‘가까운 과

학’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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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페이지 수 그림 수 문제 수 활동 수 활동 수/페이지

V 138 257 49 71 0.51

J 147 284 156 41 0.28

C 139 268 105 51 0.37

K 166 324 197 105 0.63

Y 154 287 175 66 0.43

G 162 286 227 108 0.67

D 140 279 120 60 0.43

M 154 293 130 88 0.57

합계 1200 590 0.49

표 7 한국 물리학 1 교과서 통계

단원명 페이지 
수

문장 
수

그림 
수

문제 
수

활동 
수

Ⅰ. 역학적 
에너지

1. 힘과 운동 30 305 58 9 18

2. 에너지와 열 18 236 35 13 7

3. 시간과 공간 14 161 19 4 6

Ⅱ. 물질과 
전자기장

1. 물질의 전기적 특성 22 219 45 7 10

2. 물질의 자기적 특성 18 201 34 4 10

Ⅲ. 파동과 
정보 통신

1. 파동의 성질과 활용 24 260 46 8 15

2. 빛과 물질의 이중성 12 142 20 4 5

합계 138 1524 257 49 71

표 8 한국 교과서의 구성요소(손정우 외, 2015)



- 30 -

북한의 고급중학교 1 물리 교과서는 1종이고, 2013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에

서 출판하였고, 리종호 외 7인이 집필하였다. 교과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북한 자

료센터에서 연구자가 직접 복사하였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1 물리 교과서는 직선

운동, 힘과 평형,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물질의 세 상태, 열기관의 원리, 빛의 

전파, 전기마당, 전류 등 9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탐구 활동의 수는 87

개이다(표 6). 

하지만, 남한은 물리학 1과 2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은 고급중학교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물리학 1 교과서의 내용과 공통된 단원만을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8장과 9장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쿨롱 법칙, 전기장, 

전기력, 축전기, 전류와 저항, 회로에 대한 내용은 남한의 물리학 2 교과서의 2단

원에서 다뤄지고 있다(표 7). 이에 북한의 분석 단원은 1~7단원의 탐구 활동 

62개이다.

단원 명 페이지 수 문장 수 그림 수 문제 수 활동 수

1. 직선 운동 33 247 53 77 8

2. 힘과 평형 46 353 88 124 16

3. 힘과 운동 26 209 37 65 8

4. 일과 에너지 20 186 33 44 3

5. 물질의 세 상태 38 389 67 64 10

6. 열기관의 원리 19 189 30 36 1

7. 빛의 전파 36 294 61 73 16

8. 전기 마당 46 479 69 104 17

9. 전류 28 298 22 62 8

Total 292 2644 460 649 87

표 9 북한 교과서의 구성요소(리종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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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North Korea Physics 1 South Korea Physics 2

Coulomb’s Law
Ÿ 8-제1절. 전기띤 물체들은 어떻게 힘을 주고받을가

Ÿ 8-제3절. 전기마당속에 물체를 넣으면

Ÿ Ⅱ_1-1. 전기장과 전기력선

Ÿ Ⅱ_1-2.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Electric Fields Ÿ 8-제1절. 전기띤 물체들은 어떻게 힘을 주고받을가 Ÿ Ⅱ_1-1. 전기장과 전기력선

Electric Potential
Ÿ 8-제2절. 전기띤 물체도 에네르기를 가진다

Ÿ 8-제3절. 전기마당속에 물체를 넣으면

Capacitance
Ÿ 8-제3절. 전기마당속에 물체를 넣으면

Ÿ 8-제4절. 전기를 어떻게 담을가

Ÿ Ⅱ_1-2.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Ÿ Ⅱ_1-5. 축전기

Ÿ 축전기의 원리

Ÿ 전기용량

Ÿ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Ÿ 축전기의 이용

Current and Resistance

Ÿ 9-제1절. 전류가 흐르려면

Ÿ 9-제2절.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관계될가

Ÿ 9-제3절. 전류도 일을 한다

Ÿ Ⅱ_1-3.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Ÿ 전압과 전류

Ÿ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Circuits Ÿ 9-제1절. 전류가 흐르려면

Ÿ Ⅱ_1-3.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Ÿ 전압과 전류

Ÿ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표 10 북한의 물리 1 교과서와 남한의 물리학 2 교과서의 공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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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분석 방법

3.2.1. Romey의 분석틀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omey(1968)의 분석틀과 학생참여지수를 사용하여 

교과서의 본문, 삽화, 문제의 학생참여지수 및 활동지수를 분석하였다. 

본문과 문제는 문장 단위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 교과서 4단원을 연구자와 현장 교사 1인이 사전 분석을 진행

했고, 94.5%의 일치도를 가졌다. 이후 연구자 1인이 단독으로 본문, 삽

화, 문제, 활동지수를 분석하였다.

 

Romey에 따르면, 본문의 문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8). 유형Ⅰ은 단순히 사실의 진술을 하는 a,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단

순한 서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된 것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

는 서술, 결론이나 일반화하는 문장, 즉 사실과 관련되어 저자의 의견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는 문장인 b, 정의에 대해 서술한 c, 본문에서 곧바

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 d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학생들의 

참여나 과학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 탐구 지향적인 유형이다

(Romey, 1968). 유형 Ⅱ는 탐구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 내용인 항목으

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질문 e, 학생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 해야되

는 진술인 f, 학생들에게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석하게 하는 진술 g, 학

생들의 흥미를 일으키지만 본문에서 즉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 h 등

의 항목을 포함한다. 유형 Ⅲ은 Ⅰ과 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시

적인 문장 I, 수사학적인 질문 j 등을 포함한다(Rome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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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문장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분류한 다음, 탐구적 지향성을 

가진 e, f, g, h 항목에 해당하는 문장의 개수를 합하여 비 탐구적 지향

성을 가진 a, b, c, d 항목에 해당하는 문장의 개수 합으로 나누어 아래

의 식과 같이 본문의 학생참여지수를 구한다. 

본문의 학생참여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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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finition

Ⅰ

a Statements of fact

b Stated conclusions or generalizations

c Definitions

d Questions asked but answered immediately by the text

Ⅱ

e Questions requiring the student to analyze data

f Statements requiring the student to formulate his own conclusion

g Directions telling the student to perform and analyze some activity

h
Questions that are asked to arouse student interest but are not answered 

immediately by the text

Ⅲ
i Sentences directing the reader to look at a figure

j Rhetorical questions

표 11 교과서 본문 분석틀(Rome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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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는 표9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A 유형은 설명을 위

해 사용되는 삽화, B 유형은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거나 데이터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삽화, C 유형은 활동을 위해 도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

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삽화, D 유형은 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

지 않는 것이다. 

Items Definition

A Used strictly for illustrative purposes

B Require students to perform some activity or to use data

C Illustrates how to set up the apparatus for an activity

D Fits none of the categories above

표 12 교과서 삽화 분석틀(Romey, 1968)

이중 B 유형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도록 요구하여 탐구 

활동 지향성을 가지고, A 유형은 설명만을 위해 사용된 비 탐구 활동 

지향적으로 B 유형에 해당하는 삽화의 개수를 A 유형에 해당하는 삽화

의 개수로 나누어 삽화의 학생참여지수를 구한다. 탐구 지향성을 판단할 

수 없는 C 항목과 D 항목은 지수 측정에서 제외한다.

삽화의 학생참여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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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나 장의 마지막에서 제시된 문제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w 유형은 본문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

는 문제, x 유형은 정의에 대한 문제, y 유형은 본 단원에서 배운 내용

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문제, z 유형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중 y 유형과 z 유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

로 답을 찾고 생각하게 하는 탐구 활동 지향적인 문제로, w 유형과 x유

형은 비 탐구 활동 지향적 문제로 판단하였다. 

Items Definition

w Answer can be obtained directly from the text

x Definition

y
Question requires student to apply learning from the 

chapter to new situations

z Question requires student to solve a problem

표 13 교과서 문제 분석틀(Romey, 1968)

문제의 학생참여지수는 탐구 활동적인 y 유형과 z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의 총수를 비 탐구 활동 지향적인 w 유형과 x 유형에 해당하는 문

제의 총수로 나누어 구한다. 

문제의 학생참여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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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활동(Activity)을 제시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활동지수는 페이지 당 활동 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 ‘해보기’, ‘학생 실험’, ‘토론’을 활동으로 분류하였고 한국 

교과서의 경우 ‘생각 나누기’, ‘해보기’, ‘창의 융합 활동하기’, 

‘탐구 실험’을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활동지수 = 


  

Romey의 해석에 의하면 로미 지수가 1.0 이하인 경우는 권위적인

(Authoritarian)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로미 지수가 0인 경우는 사실

상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0.4보다 낮을 

경우는 학생들에게 도전하기보다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정의를 주로 제

시하는 교과서 유형임을 나타낸다. 로미 지수가 0.4과 1.5사이면, 탐구

적(Inquiry) 교과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로미 지수가 클수록 탐구적인 

성향을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로미 지수가 1.5 이상의 수

치를 가진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과도

하게 학생의 참여/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도한 탐구적(Excessive 

Inquiry)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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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tendency Rm Index Interpretation

Authoritarian

.0

.0＜Rm≤.4

·No student involvement

·Contain few challenges to the student other than 

memorization of facts and definitions.

Inquiry

.4＜Rm≤1.0

1.0＜Rm≤1.5

·Equal number of requiring no student participation and 

requiring some student thought.

Inquiry 

Excessive Inquiry 1.5＜Rm
Not give the student enough data to work with effectively. 

Virtually questions and activities

표 14 로미 지수와 탐구 지향성(Rome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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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언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구 활동의 내용에 대해 구조를 파악하고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서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은 텍스트 내의 많은 개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배열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Diesner & Carley, 2005).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어 구조의 상호작용 관

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

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서 주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특

정 개념 간에 공유된 의미와 특정 의미의 순환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선영 외, 2017). 이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 활동에서 드

러난 주요 개념을 도출하고,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어떤 의미로 사

용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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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넷마이너(NetMiner)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2001년도

에 출시되어 UCINET과 KrackPlot의 장점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소

프트웨어 업체 사이람(Cyram)이 개발한 NetMiner 4.4.3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사회연결망 분석, 2016).

NetMiner(넷마이너)의 Semantic Network Analysis(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기능)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와 문서, 문단, 문장 내의 단어를 자동

으로 추출하고, 단어간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단어간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시맨틱 네트워크의 노드는 단어이고, 링크는 단어간의 인

접성 관계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드와 링크로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자연어 처리 기법이 NetMiner에 통합되

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직접 입력 받아 형태소 단위로 단어(노드)를 추출하

고, 단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Netminer 

Semantic Network Analys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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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언어 네트워크 분석 순서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어 도출,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특성 분석 세 가지 단

계로 이루어진다. 핵심어 도출 단계에서는 탐구 활동의 각 문장을 Excel에 넣고, 

파일을 Netminer 프로그램에서 연다. 이때, 분석 단위를 문장으로 설정하여 핵

심어와 문장 내에서 핵심어 간의 관계를 도출한다.

네트워크 구성 단계에서는 전체 도출된 핵심어와 링크 중 유의미한 관계를 추

출하기 위해 필터링을 해준다. 먼저 탐구 활동 문장 X 단어의 이원행렬

(2-mode)을 (Window Size=2)로 설정하여 단어 X 단어 행렬 일원 행렬

(1-mode)로 변환한다.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는 단어 간 인접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대상 범위를 말한다. 윈도우 사이즈를 2로 설정하여 인접

한 단어의 관계에 링크를 생성하였다. 링크를 설정할 때 방향성을 고려하여 단어 

사이의 방향성을 얻었다. 이후 쿼리를 이용하여 노드 필터링(전체 출현 빈도 11

회 이상, 단어의 길이가 두 글자 이상)과 링크 필터링(가중치 Weight가 2 이상, 

즉 2개 이상의 문장에 동시에 등장한 링크)을 하였다. 

네트워크 특성 분석 단계는 구성된 언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다

양한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은 분석지표에 의한 분석과 

시각화 분석이 있다. 분석지표에 의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단어와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석지표로,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연결들의 

중심에 서 있다는 뜻으로 링크가 많아 해당 개념이 다른 인접 개념들로 확산이 용

이하다(이준기와 하민수, 2012). 연결 중심성에는 내향 연결 중심성(In - 

degree Centrality)과 외향 연결 중심성(Out - degree Centrality)이 있다. 

내향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Node)는 화살표의 방향이 본 단어를 향해있고, 

여러 개념을 통해 본 단어가 설명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외향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Node)는 화살표의 방향이 본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 향해 있고, 다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본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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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분석은 연결성이 우수한 노드로 네트워크의 축을 형성하고, 의미에 따

라 하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하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내부의 세부 의미집단으

로 간주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닌 노드들이 군집화

(cluster)된 형태이다(옥경영과 한상만, 2009). 세부 의미집단은 공통성과 유사

성을 가지므로 한 하위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노드들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미집단의 개념구조 해석이 가능하다(이준기와 하민수, 

2012). 시각화 분석에서 노드의 중심성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나타내고, 노드의 

Weight(문장 내에서 동시에 등장한 횟수)에 따라 링크가 굵게 나타난다. 화살표

의 방향은 개념의 방향성에 따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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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탐구지향성

남북한 물리 교과서 본문에서의 로미 지수

 

교과서 본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문장 수는 총 1831개, 남한은 1467

개로 약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총 문장 중 탐구 지향적인 서술은 북한의 경우 

31% 남한의 경우 18%로 북한이 본문에서 탐구 지향적인 서술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표 15, 표 16).

 북한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참여지수는 0.50으로 .4＜Rm≤1.0에 포함되

어 교과서에 탐구 지향적인 질문과 비 탐구 지향적인 질문이 거의 반반으로 기술

되어 있는 탐구형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단원별로 살펴보아도 6단원 열기관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4＜Rm≤1.0의 참여지수를 가진다(표 24). 북한 교과

서의 본문에서 사용된 탐구지향 진술은 주로 단원의 도입부에서 <탐구 문제>, 

<살펴보기>, <토론> 등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의도에서 사용

되었고, 법칙 자체 또는 법칙의 성립 조건 등에 대한 서술이 비 탐구 지향적인 진

술로 사용되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비 탐구 지향적인 서술이 75%로 대부분의 서술이 비 탐

구 지향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6). 참여지수는 0.24로 .0＜Rm≤.4에 

해당하여 학생들이 도전해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서술이 본문에서 매우 적은 권위

형 교과서이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특히 Ⅰ-3단원 시간과 공간과 Ⅲ-2단원 빛

과 물질의 이중성 부분에서 0.09와 0.11로 낮은 참여지수를 가졌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현대 물리학이 도입된 단원의 서술이 비 탐구적인 지향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한 교과서의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탐구지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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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과서 단원 처음에 도입으로 사용되는 <생각 나누기>에서 수업 전에 실생활

에 적용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술이 있었다. 비 탐구지향 진술의 경우 정의나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

고급중학교 1 물리_북한

단원
문장의 종류

본문의 참여지수
Ⅰ Ⅱ Ⅲ

1 159 78 10 0.49

2 182 118 25 0.65

3 121 72 13 0.60

4 116 48 18 0.41

5 230 104 54 0.45

6 129 49 11 0.38

7 161 105 28 0.65

합계, 평균 1098 574 159
0.50

n=1831 (60%) (31%) (9%)

표 15 북한의 본문 분석 결과

물리학 I _ 남한

Chapter
문장의 종류

본문의 참여지수
Ⅰ Ⅱ Ⅲ

Ⅰ

1 222 61 13 0.27

2 181 23 13 0.13

3 126 11 18 0.09

Ⅱ 
1 175 25 12 0.14

2 136 41 20 0.30

Ⅲ 
1 155 66 31 0.43

2 100 11 27 0.11

표 16 남한의 본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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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리 교과서 삽화에서의 로미 지수 

삽화의 학생참여지수의 경우 북한 교과서는 0.23, 남한 교과서는 0.13으로 

낮은 탐구 지향성을 보였다. 단원별로 살펴봐도 북한의 경우 모든 단원에서 .0

＜Rm≤.4 사이의 학생 참여지수를 갖고, 남한의 경우에도 동일했다(표 17, 표 

18).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지구과학 교과서의 탐구 지향성을 분석한 선

행연구결과(박기락과 박현주, 2019)에서 삽화의 탐구 지향성을 권위형으로 판단

하고, 본문, 삽화 및 문제 등의 학생참여지수와 비교했을 때에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낸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북한 교과서와 남한 교과서 모두에서 삽화가 학

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립적인 구성요소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보조 또는 

추가하여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교과서 탐구 지향적 삽화의 예시는 토론을 하기 위한 상황을 삽화로 제시

한다.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력인지 분력인지 등을 토론하

게 하고, 유리컵을 떨어뜨렸을 때 어느 경우 작용하는 힘이 더 큰지 토론하게 하

기 위해 삽화를 사용하였다.

남한 교과서 삽화의 예시는 포물선 운동과 진자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맥락에

서 농구공의 운동과 바이킹 놀이기구의 운동을 삽화로 제시하는 경우와 전반사의 

실생활 예시를 제시하고 전반사 현상을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새로운 전반사 현상

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때 삽화를 활용하는 등 일상생활의 상황을 삽화로 제시하

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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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1 물리_북한

단원
문장의 종류

삽화의 참여지수
Ⅰ Ⅱ

1 39 13 0.33

2 69 13 0.19

3 24 4 0.17

4 29 2 0.07

5 57 8 0.14

6 28 2 0.07

7 50 7 0.14

합계, 평균 286 49
0.23

n=335 (85%) (15%)

표 17 북한의 삽화 분석 결과  

물리학 I _ 남한

단원
문장의 종류

삽화의 참여지수
Ⅰ Ⅱ

Ⅰ

1 34 6 0.18

2 29 1 0.03

3 14 2 0.29

Ⅱ 
1 30 2 0.07

2 19 3 0.16

Ⅲ
1 1 5 0.2

2 15 2 0.13

합계, 평균 166 21
0.13

표 18 남한의 삽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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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리 교과서 문제에서의 로미 지수 

 교과서의 소단원 본문 뒤에 제시되는 문제는 북한 교과서의 경우 총 484개, 

남한 교과서의 경우 총 49개가 분석되었다.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교과서에서는 단원마다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문제들은 대부분 탐구 지향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단원에서 1.5

＜Rm의 참여지수를 가지고 이는 문제 영역에서 매우 탐구적인 지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탐구 지향적인 문제들은 바로 대답할 수 없고 답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는 등 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 탐구 지향적인 문제로는 본문의 내용을 빈칸 채워 넣는 문제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등이 있었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각 단원의 참여지수를 평균하면 1.23으로 1.0＜Rm

≤1.5에 포함되어 적절히 탐구적이지만, 문제 수가 49개로 너무 적고 각 단원의 

편차가 커서 전체적인 교과서가 탐구 지향적이라는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덧붙

여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수도 적지만, 문제 내용이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의 경험을 활용하여 답할 수 있어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

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 탐구 지향적인 문제로는 본문에서 배운 것을 단

순하게 서술하거나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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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1 물리_북한

단원
문장의 종류

문제의 참여지수
Ⅰ Ⅱ

1 25 52 2.08

2 38 86 2.26

3 24 42 1.75

4 9 35 3.89

5 14 50 3.57

6 11 25 2.27

7 22 51 2.32

합계, 평균 143 341
2.42

n=484 (30%) (70%)

표 19 북한의 문제 분석 결과

물리학 I _ 남한

단원
문장의 종류

문제의 참여지수
Ⅰ Ⅱ

Ⅰ

1 2 7 3.5

2 3 10 3.33

3 0 4 0

Ⅱ 
1 5 2 0.4

2 3 1 0.25

Ⅲ
1 5 3 0.6

2 4 0 0

합계, 평균 22 27
1.23

n=49 (45%) (55%)

표 20 남한의 문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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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리 교과서 활동에서의 로미 지수 

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탐구 지향적인 활동이 있는지 활동지수를 구해본 결과 

북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평균 활동지수가 0.27로 .0＜Rm≤.4에 해당하여 교과

서 페이지 수에 비해 적은 탐구 활동 수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표 21). 

이는 박기락과 박현주(2019)에서 자연 과학 1. 자연 과학 2, 조선지리 2, 지리 

1 북한 교과서를 분석 결과에서 보고된 0.16의 활동지수와 비슷한 탐구 지향성

을 가진다. 특히 단원마다 일정한 양의 탐구 활동이 있는 남한의 교과서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 중단원별로 활동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

한의 활동은‘해보기’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실험 설계가 소단원마다 있고, 학생 

실험이 단원마다 있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 총 138페이지에 대해 평균 0.5의 활동지수를 가지고 

있고, 각 단원에 대해서도 골고루 탐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표 22). 남한 교과

서의 탐구 지향적인 활동은 직접 탐구하는 ‘탐구 실험’과 배운 내용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설계해보는 ‘창의 융합 활동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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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1 물리_북한

단원 페이지 활동 수 활동 지수

1 33 8 0.24

2 46 16 0.35

3 26 8 0.31

4 20 3 0.15

5 38 10 0.26

6 19 1 0.05

7 36 16 0.44

합계, 평균 218 62 0.27

표 21 북한의 활동 분석 결과

물리학 I _ 남한

단원 페이지 활동 수 활동 지수

Ⅰ

1 30 18 0.6

2 18 7 0.39

3 14 6 0.43

Ⅱ 
1 22 10 0.45

2 18 10 0.56

Ⅲ
1 24 15 0.63

2 12 5 0.42

합계, 평균 138 71 0.5

표 22 남한의 활동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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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 특징 비교 

 북한과 남한의 교과서 각 단원에서의 본문, 삽화, 문제, 활동에 대해 

학생 참여지수 구하고 항목별로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T-검증을 했다(표 23). 그 결과 본문과 활동 영역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본문의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이 0.5와 0.24로 북한이 더 높은 참여지수를 가졌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참여지수는 0.50으로 .4＜Rm≤1.0에 포함되어 교과서에 

탐구 지향적인 질문과 비 탐구 지향적인 질문이 거의 반반으로 기술되어 

있는 탐구형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참여지수

가 0.24로 권위형 교과서이다. 반면 활동에서는 북한이 0.27 남한이 

0.5로 남한이 더 높은 참여지수를 가졌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에 0.27로 

권위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 과학 1, 자연 과학 2, 조선지

리 2, 지리 1 북한 교과서를 분석한 박기락과 박현주(2019)의 결과와 

그 일치한다. 반면, 남한 교과서의 경우 0.5의 활동지수를 가져 각 단원

에서 골고루 탐구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문제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편차가 

북한 0.80, 남한 1.55로 매우 커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삽화의 경

우 평균이 각각 0.23과 0.13으로 모든 영역의 참여지수 중 가장 낮았

다. 북한 교과서와 남한 교과서 모두에서 삽화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독립적인 구성요소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보조 또는 추가하여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남한의 물리 교과서 전체에 대해 학생 참여지수를 구하여 교과

서 특징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경우에는 ‘본문’의 탐구지향성이 높고, 

‘활동’의 경우에는 탐구지향성이 낮았다. 이는 본문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문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활동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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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형성해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본문’의 탐구지향성이 낮고, ‘활동’의 탐구지향성이 

높았다. 이는 활동을 통해 학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남한과 북한에서 동일하게 탐구를 강조했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북한의 경우 본문의 탐구지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탐구의 의미가 과학 지식 습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N=9) 남한(N=7)

M(SD) M(SD) t P

본문 0.50(0.11) 0.24(0.13) 4.332 0.001*

삽화 0.23(0.19) 0.13(0.06) 1.411 0.18

문제 2.59(0.80) 1.17(1.55) 2.21 0.056

활동 0.27(0.12) 0.5(0.10) -4.062 0.001*

표 23 북한과 남한의 단원별 학생 참여지수의 평균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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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4.2.1 남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남한과 북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의 탐

구 활동에 있는 문장들에서 핵심어를 도출했다. 남한의 경우 704개, 북한의 

경우 733개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 중 의미 있는 핵심어와 링크를 도출하기 

위해 필터링을 하였고, 총 남한 47개, 북한 47개의 핵심어와 남한 47개, 북

한 69개의 핵심 링크를 추출했다.

표 24에 남한의 전체 탐구 활동에서의 등장 빈도를 가지고 추출한 핵심어 중 

상위 40개를 나타냈다. 남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있다(67)이

고, 이어서 토의(36), 어떻게(30), 친구(27), 생각(26)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 40개의 단어를 살펴봤을 때 40개 중 개념이나 대상, 현상 자체

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너지, 수레, 전류 등 10개 정도이고, 나머지 

30개 정도의 단어는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인 토의, 친구, 생각, 관찰, 설명 등의 단어가 주로 있었다. 이는 

남한에서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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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1 있다 67 11 자신 22 21 소리 15 31 비교 12

2 토의 36 12 관찰 21 22 운동 15 32 사진 12

3 어떻게 30 13 설명 21 23 현상 15 33 생활 12

4 친구 27 14 하다 21 24 같다 14 34 충돌 12

5 생각 26 15 장치 20 25 되다 14 35 크기 12

6 역학 26 16 이용 19 26 발표 14 36 특징 12

7 쓰다 24 17 정리 18 27 보다 14 37 관계 11

8 과정 22 18 수레 17 28 각각 13 38 따르다 11

9 무엇 22 19 방향 16 29 변하다 13 39 만들다 11

10 에너지 22 20 변화 15 30 전류 13 40 모둠 11

표 24 남한 교과서 탐구 활동 핵심어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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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의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문장에서의 단

어의 동시 등장 횟수 가중치(Weight)와 방향성을 고려해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

했다(표 25). 함께 등장한 단어 쌍을 살펴보면, 친구→토의(22), 자신→생각

(21), 쓰다→친구(20), 생각→쓰다(20) 등의 단어가 문장 내에서 함께 등장한 

횟수가 많았다. “친구와 토의해보자”,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와”, 

“생각을 쓰다.” 등의 문장들이 탐구 활동을 서술할 때 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링크들이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한 탐구를 유도하는 문

장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과 핵심역량 중 ‘과학

적 사고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이진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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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ource Target Weight no Source Target Weight no Source Target Weight

1 친구 토의 22 11 어떻게 되다 6 21 있다 자신 4

2 자신 생각 21 12 특징 사용 4 22 에너지 운동 3

3 쓰다 친구 20 13 방향 변화 4 23 있다 토의 3

4 생각 쓰다 20 14 자기장 특징 4 24 운동 방향 3

5 역학 수레 17 15 비교 있다 4 25 현상 이용 3

6 역학 에너지 9 16 충돌 과정 4 26 설명 있다 3

7 어떻게 변하다 8 17 모둠 발표 4 27 각각 어떻게 3

8 무엇 자신 8 18 수레 충돌 4 28 어떻게 하다 3

9 관계 있다 7 19 소리 크기 4 29 보다 있다 3

10 에너지 어떻게 6 20 운동 에너지 4 30 모둠 조사 3

표 25 남한 교과서 탐구 활동 문장에서의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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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남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네트워크 특성 분석으로 표 15에서 키워드들의 연결 중심성을 살펴봤다. 내

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나타나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향 중심성의 경우에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남한의 내향 중심성을 보면, ‘있다’, ‘설명’, ‘어떻게’, ‘관

찰’의 순서로 높은 수치를 가진다. 이외에도 ‘토의’, ‘비교’, ‘생각’ 등 

탐구에서의 학생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탐구 활동을 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어떻게’, ‘특징’, 

‘있다’, ‘에너지’ 등이 있었다. 외향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단어를 설

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서 외향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네트워크 구조를 봤을 때 하위 구조에서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Choi, 2016). 이 단어들이 하위 구조에서 핵심 단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탐구 활동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현상을 통해 특징을 발견하

는 것, 친구나 모둠 등 배운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위 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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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In-degree

Centrality
Word

Out-degree

Centrality
no Word

In-degree

Centrality
Word

Out-degree

Centrality

1 있다 0.1957 어떻게 0.0652 11 되다 0.0217 스펙트럼 0.0435

2 설명 0.0870 특징 0.0652 12 방향 0.0217 역학 0.0435

3 어떻게 0.0870 있다 0.0435 13 변화 0.0217 자기장 0.0435

4 관찰 0.0435 에너지 0.0435 14 비교 0.0217 현상 0.0435

5 발표 0.0435 변화 0.0435 15 사용 0.0217 설명 0.0217

6 변하다 0.0435 운동 0.0435 16 생각 0.0217 관찰 0.0217

7 에너지 0.0435 친구 0.0435 17 수레 0.0217 자신 0.0217

8 자신 0.0435 크기 0.0435 18 쓰다 0.0217 방향 0.0217

9 토의 0.0435 각각 0.0435 19 운동 0.0217 비교 0.0217

10 과정 0.0217 모둠 0.0435 20 이용 0.0217 사용 0.0217

표 26 남한 교과서 탐구 활동 핵심어의 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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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하위 구조를 나누고 시각적으로 표현 했다(그림 

4). 빈도수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설정했고, 링크의 굵기는 가중치(Weight)에 

따라 나타났다. 또한 화살표의 방향성을 통해 내향과 외향의 방향성을 알 수 있

다. 

그림 4에 따르면 남한의 네트워크 구조는 6개의 하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탐구 활동의 방향성을 크게 살펴보면 G1에서 배울 개념들

이 있고, G2에서 개념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G3에서 그 상황을 비교, 관찰

함으로써 현상을 해석하고, G4에서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특징과 관계에 

대해 G5에서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것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친구와 토의 하는 

방향 그리고 G6에서 조사하여 모둠별로 발표하는 흐름으로 탐구 활동이 전개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남한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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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G1은 ‘역학’, ‘수레’, ‘에너지’ 등 

현상이 나타나는 대상이나 개념 자체에 대한 단어들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1에 해당하는 핵심어들은 G2와 G3로 각각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1에 속해 있는 대상이나 개념들이 어떤 실천을 통해 구체화 될지를 보면, 먼저 

G2에서는 ‘어떻게’를 중심으로 ‘따르다’, ‘되다’, ‘하다’, ‘변하다’ 

등이 포함된다. 주로 소단원의 시작인 ‘생각 나누기’에서 “크기(개념)가 어떻

게 변하는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등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영역으로 경험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형성하는 ‘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 G3는 ‘측정’, ‘비

교’, ‘관찰’의 핵심어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 대한 계획과 수행을 통해 변인

을 밝혀내는 ‘P3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의 예시처럼 주로 탐구 활동에서의 탐구 수행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G4는 ‘있

다’를 중심으로 핵심어들이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있다.”, “특징이 있다.” 

등 앞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현상에 대한 관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G5는 그림 7에서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의 측정과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설명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인 ‘P6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 하기’와 ‘P7 증거에 입각하여 논

의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생각→쓰다→친구→설명, 토의로 링크의 방향

이 굵게 연결되어 있어 남한의 탐구 활동에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승과 최혁준, 2018). 마지막으로 ‘조사’, ‘모둠’, ‘발표’, 

‘만들다’의 핵심어로 구성되어 있는 G6는 모둠별 활동 나타내는 영역이다(그

림 8). 최종적으로 생각과 탐구의 결과를 소통하는 ‘P8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의 과학실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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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2(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손정우 외, 2018 46p)

그림 6 G3(P3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손정우 

외, 2018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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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4(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G5(P6 설명 구성하고 문

제해결 고안 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손정우 외, 2018 145p) 

그림 8 G6(P8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손정우 외, 2018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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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남한 탐구 활동의 구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남한 탐구 활동 안에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7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낙하할 때 처음

에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진다.’처럼 현상을 제시한다. 이후 이런 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P1 질문하

고 문제 규정하기’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P6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하기’, 친구와 토의해 보자 ‘P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로 

탐구 활동은 이어진다. 하나의 탐구 활동 안에서 다양한 과학 실천이 연결성 

있게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의 탐구 활동은 개념을 알아가기 

위한 다양한 과학실천이 포함된 구조로 질문, 토론, 평가 등의 활동이 협력적

으로 이루어지는 탐구 중심적 과학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NASEM, 2019).

그림 15 남한의 탐구 활동 구조 예시(손정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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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북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4.3.1 북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북한의 핵심어를 살펴보면 그림(138), 물체(66), 운동(64), 거리(60) 순서

로 나타난다(표 27). ‘그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해보기’, ‘살펴보기’

의 활동에서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을 참고하여”라는 서술로 시작하고 

있어서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이어서 나오는 핵심어인 물체, 운동, 거리 등은 주

로 개념 그 자체이거나 실험실 상황에서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남한의 핵심어에서 토의, 친구, 생각 등 개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

는 단어들이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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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no word Frequency

1 그림 138 11 분자 30 21 액체 24 31 막대기 19

2 물체 66 12 크기 29 22 모양 23 32 수평 19

3 운동 64 13 나무토막 28 23 속도 23 33 온도 19

4 거리 60 14 다음 28 24 겉면 21 34 유리 19

5 자리 49 15 고리 27 25 높이 21 35 곁수 18

6 작용 47 16 방향 27 26 변화 21 36 시간 18

7 렌즈 39 17 사이 26 27 계산 20 37 중력 18

8 실험 38 18 측력계 26 28 그라프 20 38 초점 18

9 밀차 35 19 측정 26 29 질량 20 39 굴절 17

10 경우 32 20 영상 25 30 광원 19 40 마찰 17

표 27 북한 교과서 탐구 활동 핵심어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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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단어의 동시 등장 횟수를 살펴보면 초점→거리(13), 사이→거리

(10), 금속→고리(9), 분자→사이(8) 순서로 나타났다(표 28). 주로 함께 등장

한 단어의 링크가 “초점 거리”, “금속 고리” 등 개념 자체인 경우가 많았고, 

남한에서 서술어를 위주로 링크가 구성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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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ource Target Weight no Source Target Weight no Source Target

1 초점 거리 13 11 렌즈 초점 5 21 렌즈 자리

2 사이 거리 10 12 물체 거리 5 22 물체 운동

3 금속 고리 9 13 액체 겉면 5 23 거리 측정

4 분자 사이 8 14 영상 자리 4 24 분자 운동

5 마찰 곁수 8 15 운동 방향 4 25 운동량 변화

6 거리 그라프 7 16 운동 상태 4 26 물체 중력

7 액체 분자 6 17 자리 크기 4 27 화살 모양

8 렌즈 물체 6 18 막대기 수평 4 28 크기 방향

9 평형 자리 6 19 밀차 질량 4 29 수평 상태

10 물체 작용 5 20 물체 침판 4 30 운동 거리

표 28 북한 교과서 탐구 활동 문장에서의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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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북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북한 탐구 활동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면,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의 경우 ‘거리’, ‘자리’, ‘작용’, ‘운동’ 등 개념에 대한 

단어의 경우 수치가 높게 나왔다(표 29). 이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

들이 많이 사용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에 대해 살펴보면 ‘물체’, ‘운동’, ‘렌즈’, ‘액체’ 등의 단

어의 중심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현상을 나타내는 

도구이거나 실생활에서의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현

상을 보여주는 도구로써 단어들이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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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In-degree

Centrality
Word

Out-degree

Centrality
no Word

In-degree

Centrality
Word

Out-degree

Centrality

1 거리 0.0980 물체 0.1765 11 크기 0.0392 중력 0.0392

2 자리 0.0980 운동 0.0980 12 중력 0.0392 영상 0.0392

3 작용 0.0784 렌즈 0.0784 13 영상 0.0392 경우 0.0392

4 운동 0.0588 액체 0.0784 14 운동량 0.0392 침판 0.0392

5 사이 0.0588 거리 0.0588 15 높이 0.0392 일정 0.0392

6 모양 0.0588 크기 0.0588 16 상태 0.0392 밀차 0.0392

7 물체 0.0392 막대기 0.0588 17 시간 0.0392 작용 0.0196

8 분자 0.0392 자리 0.0392 18 측정 0.0392 굴절 0.0196

9 굴절 0.0392 사이 0.0392 19 변화 0.0392 운동량 0.0196

10 방향 0.0392 분자 0.0392 20 질량 0.0392 높이 0.0196

표 29 북한 교과서 탐구 활동 핵심어의 연결 중심성



- 70 -

한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수, 문장에서의 등장 횟수, 연결 

중심성을 고려하여 그림 9에 탐구 활동의 구조를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진 하위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기준으로 그

룹을 형성하고 단어들의 링크를 고려해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는 하위 구조 4개

로 이루어져 있다. G1의 경우에는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핵심어 ‘물체’

를 중심으로 실험실 상황을 제시하는 ‘나무토막’, ‘렌즈’, ‘밀차’, ‘화살

(나침반)’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비슷하게 G2에는 ‘액체’, ‘화살(벡

터 표현)’, ‘분자’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통해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단어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G1과 G2에 포함되는 핵심어의 화살표

는 대부분 바깥 구조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험실 상황에서

나 일상에서의 대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G1과 G2에서 제시하고, G3에서 ‘운동

량’, ‘운동’, ‘초점’, ‘크기’등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G3에서 G4로 화살표의 방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G3에서 설명한 개

념들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G4에는 구체적인 확인을 

담고 있는 ‘측정’, ‘실험’, ‘계산’등의 핵심어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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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북한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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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네트워크 구조의 하위 구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G1과 

G2에서 실험실과 일상에서의 현상을 제시하게 된다. G1, G2의 현상에 대해 질

문을 제시한다. 이는 ‘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의 과학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문손잡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화

하여 ‘물체’를 쉽게 회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그림 11). 그림 12의 예시에서도 살펴보면 액체분자에 대한 여러 상황을 제시

하여 해석해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한다. G3에서는 G1과 G2에서의 단어들의 방

향이 ‘거리’, ‘운동량’, ‘크기’, ‘중력’ 등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아 

G1과 G2에서의 간단한 상황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들이 주요 핵

심어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P2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구조인 G4에서는 세 가지의 과학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측

정’, ‘실험’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P3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프’와 ‘표시’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

의 유의미한 요소들과 패턴을 확인하는 실천인 ‘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가 마지막으로 ‘계산’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 변인들과 그들 가의 관계를 표현

하는 기초적 도구로서 사용되는 ‘P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3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과학 개념의 관계를 밝혔다. 그림 13과 이어지는 활동으로 그림 

14에서는 수치를 제시하여 수학적 계산을 하고 그것을 그래프에 맞게 표현해보

는 활동을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의 예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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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G1(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

(리종호 외, 2013 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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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북한 G4(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의 탐구 활동 예

시 1(리종호 외, 2013 29p)

그림 14 북한 G4(P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의 탐구 

활동 예시(리종호 외, 2013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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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북한 탐구 활동의 구조

북한 탐구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3에서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면 등속 직선 운동의 평균속도와 운동 

거리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

서 8가지 과학실천 중 ‘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임

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어지는 활동인 그림 14의 활동은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하

며 등가속 직선 운동할 때의 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

들에게 배운 개념을 ‘P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과학실천을 통해 정

리하는 활동이다. 두 개의 탐구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 하나의 탐구 활동에 

하나의 과학실천을 담고 있었다. 또한 등가속 직선 운동이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때의 속도나 거리라는 개념을 그래프나 계산으로 심화시키는 개념 심화 구조의 

탐구 활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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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4.4.1.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

남한과 북한의 탐구 활동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하여 구조를 나타내고 하위 구

조에 포함된 8가지 과학 실천을 찾아보았다. 다음의 표 30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하위 구조에서 포함된 8가지 과학 실천을 나타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우 P6 설

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 P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P8 정보를 얻

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과학 실천이 없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과

정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과학 실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 P2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와 P5 수학 및 전산

적 사고 이용하기의 과학 실천이 없었다. 이는 현상을 다양한 종류의 모형으로 표

현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가지 과학 실천 남한 북한

P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G2 G1, G2

P2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 G3

P3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G3 G4

P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G4 G4

P5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 G4

P6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 G5 -

P7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G5 -

표 30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과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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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특징 비교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특징에 대

해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표31). 남한의 경우 토의(36), 친구(27), 생각

(26) 등 스스로 사고하거나 상호 협력,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핵심어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은 물체(66), 운동(64), 거리(60) 등 개념 그 자체이거나 실험실 상

황에서의 대상을 나타내는 핵심어가 나타났다. 핵심링크는 남한은 친구-토의

(22), 자신-생각(21), 생각-쓰다(20)로 서술어 위주의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 

북한은 초점-거리(13), 금속-고리(9) 등 개념과 대상, 대상과 대상 간의 연결

로 핵심 링크가 구성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하위 구조를 통해 탐구 활동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G1의 현상, 물체, 개념 등 탐구의 대상이 

각각 G2(현상에 대한 질문)와 G3(현상에 대한 관찰)로 화살표가 향하고 G2와 

G3에서 현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했던 것을 G4에서 관계와 특징에 대해 밝히

고, G5에서 그것에 대해 토의하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G6에서 모둠 활동을 통

해 정보를 함께 평가하고 소통하는 단계로 탐구 중심적인 탐구 활동의 구조가 형

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G1, G2에서 실험실 상황이나 일상

에서의 현상이 나타나는 대상들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G3로 향한다. G3에서는 

G1, G2의 대상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G4에서는 G3에서 배운 개념들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측정, 실험, 계산 등

의 개념 활용, 심화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우 개념 학습 중

심적인 탐구 활동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특징은 남한의 경우 탐구 활동의 구

조가 연결성을 가지는 탐구 중심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협력적 탐구 활동을 강조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개인의 개념 학습을 중요시 하는 특

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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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핵심어

토의(36), 친구(27), 생각(26) 물체(66), 운동(64), 거리(60)

스스로 사고, 상호 협력, 

의사소통

개념 그 자체, 

실험실 상황에서의 대상

핵심 링크

친구-토의(22), 자신-생각

(21), 생각-쓰다(20)
초점-거리(13), 금속-고리(9)

서술어 위주의 연결 개념, 대상 간의 연결

탐구 활동 

구조

탐구 중심 개념 학습 중심

탐구 활동의 

특징

-탐구 활동의 구조가 연결성을 가지는 남한

-협력적 탐구 활동을 강조한 남한

-개인의 개념학습을 중요시 한 북한

표 31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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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남한과 북한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북한 교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탐구"를 통해 과학 

수업에서의 교실문화를 유추해볼 수 있으며 한국과 북한의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도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물리 교과서를 분석하여 남북한의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전적인 관점인 로미의 틀을 

사용하여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본문, 삽화, 문제, 활동 영역에 대한 지

수를 구해 탐구 지향성을 살펴보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차례로 분석하였

다.

로미 지수로 살펴볼 때는 북한의 고급 중학교 물리1 교과서와 남한의 

2015 개정 물리학 1 교과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언어 네트

워크 분석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물리 1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Romey의 틀과 NRC의 과학실천 분석틀을 강남화와 이

은미가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남한의 교과서 각 단원에서의 본문, 삽화, 문제, 활동에 

대해 학생 참여지수를 구하고 그 평균을 구했다. 본문영역에서는 북한 

0.5와 남한 0.27, 삽화에서는 북한 0.23과 남한 0.13, 문제에서는 북한 

2.59와 1.17 마지막으로 활동에서는 북한 0.27과 남한 0.5로 북한의 

경우 본문영역에서 남한의 경우 문제와 활동 영역에서 탐구 지향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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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북한의 문제 영역에서 과도한 탐구 지향성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권위적 교과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로미의 관점에서 북한과 남한의 교과

서를 봤을 때 북한은 본문영역에서 탐구적인 교과서, 남한은 활동 영역

에서 탐구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었다.

둘째, 남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로는 '있다', '토의', '어떻게', '친구', '생

각'의 순서로 높은 빈도수를 가졌고, 총 40개의 핵심어 중 개념이나 대

상, 현상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10개 정도 나머지 30

개의 단어가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단어

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핵심 링크를 살펴봤을 때 친구-토의, 자신

-생각, 생각-쓰다 등의 단어 연결 구조가 있었다. 이는 남한이 탐구 활

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6개의 하위 구조로 이

루어져 있고, G1은 현상이 나타나는 대상이나 개념 자체로 이루어져 있

고, 

G2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에 해당하

는 영역이고, G3는 '측정, '비교', '관찰'을 통해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G4는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의 분석과 설명'에 해당했고, G5는 자신→생각→쓰다→친

구→설명의 연결성을 가지며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에 해

당한다. 마지막으로 G6는 모둠별 활동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정보를 얻

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의 과학실천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는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과학실천이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조사 계

획하고 수행하기', '자료의 분석과 설명',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결 고안 

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로 8가지 중 6가지의 과학 실천

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북한 탐구 활동의 경우 도출한 40개의 상위 핵심어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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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그 자체이거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는 단어로 구성되었다. 

또한 핵심 링크를 살펴봤을 때도 초점-거리, 사이-거리, 분자-사이 등 

서술어를 위주로 링크가 구성됐던 남한과는 다르게 개념 자체를 의미하

는 합성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물체, 운동, 렌즈 등의 단어가 중심에서 바깥쪽의 개념 영역에 있는 단

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총 4개의 큰 하위 구조로 이루

어진 북한의 네트워크 구조는 G1과 G2에서 실험실 상황이나 일상에서 

대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하여 질문을 이끌어 내는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G3에서는 상황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들이 주

요 핵심어로 나타났고, 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 개발

하고 사용하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G4에는 총 3가지의 실천이 포

함되어 있다. G3의 개념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로 '측정', '실험'을 통한 '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그래프'와 '표시'등을 통해 '자료 분석하고 해

석하기', '계산'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등이 있다. 북한의 탐구 활동에서는 5가지의 과학실천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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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제언

남한과 북한의 물리 1 교과서를 분석을 통해 남한과 북한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우 본문에서 남한의 경우 활동에서 탐구 지향적이었다. 

이는 자연 과학 1, 자연 과학 2, 조선 지리 2, 지리 1 북한 교과서를 분

석한 결과 탐구 활동이 매우 부족한 권위형 교과서라는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였다(박기락과 박현주, 2019). 북한과 남한의 교과서 전체에 대

한 탐구지향성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Romey의 분석틀이 196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탐구에 대해 고전적인 관점을 가진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북한의 교과서는 본문 영역에서 

탐구 지향적이고, 남한의 교과서는 활동 영역에서 탐구 지향적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탐구 활동을 분석할 때 전체 페이지 수에 대한 활

동의 수를 가지고 탐구 지향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탐구를 수행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탐구 활동을 바라봤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이어지는 연구 문제에서 탐구에 대한 개념을 ‘과학실천

(Practices)’으로 확장 시켜서 탐구 활동을 살펴보았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남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 결과 토의, 친구, 생각 등의 단어가 핵심어로 도출되었고 친구-

토의, 자신-생각, 생각-쓰다 등의 단어가 탐구 활동의 문장 안에서 주

로 사용된 핵심링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한의 탐구 활

동에서는 스스로 사고하는 것과 상호 협력, 의사소통을 통한 탐구를 유

도하는 문장들로 핵심어와 핵심링크가 이루어져 있고, 이는 2015 개정 

과학과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역량-성취기준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

석한 결과 성취기준 속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

적 사고력이 강조되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이진숙 외, 2017)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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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탐구 활동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하위 구조 6개로 탐구 활동이 구성되었다. 6개의 구조가 

개념-현상-측정-특징-토의-모둠의 탐구 활동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각각의 구조 중 G2-G6는 과학실천 중 ‘질문하고 문

제 규정하기’,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의 분석과 설명’,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

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

학 1 교과서의 탐구활동에 포함된 과학실천에 대해 분석한 이재승과 최

혁준의 연구 결과 ‘설명 구성하기 및 해결책 설계하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9 개정 물리 1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과학실천을 갖는다

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었다. 이는 남한의 탐구 활동이 질문, 토론, 

평가 등의 활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탐구 중심적 과학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NASEM, 2019).

셋째, 북한의 탐구 활동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개념을 강조하는 핵심

어와 핵심링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술어를 위주로 링크가 

구성된 남한과 달리 개념 자체로 핵심링크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네트

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했을 때 간단한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가장 내부에 위치하고(G1, G2),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한 개념들을 G3에 마지막으로 습득한 개념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를 G4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NASEM(2019)에서 전통적 과학탐구활동을 개

념학습 중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북한은 개념

학습 중심의 전통적 과학탐구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덧

붙여 북한의 탐구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과학실천은 ‘질문하고 문

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

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로 서로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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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

통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과학 학습은 개인적인 개념 변화 학습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교과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였고, 토론과 실험 

등 탐구 활동의 6가지 요소가 연결성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협력적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었다. 북한 교과서는 본문에서 탐구지향

성이 높게 나타났고, 탐구 활동이 현상으로부터 개념 도입, 개념 확인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개념 중심적인 탐구 활동의 구조를 가지는 특징

이 있었다. 또한, 북한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협력적 탐구 활동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실제 과학 수업에서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탈북 교사 혹은 탈북 청소년 인터

뷰를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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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속 연구 과제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고급중학교 1 물리 교과서와 남한의 물리

학 1 교과서 중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단원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북한의 고급중학교 2, 3 물리 교과서와 남한의 물리학 2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확장해 연구한다면, 북한과 남한의 물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나 특징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

다.

둘째, 북한의 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간접적으

로 교과서를 통해 그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의 실제 교실 문화

나 교실 경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탈북 교사 인터뷰 혹은 

탈북 청소년 인터뷰가 진행된다면 북한 물리 교육의 실제 모습과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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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Physics 

1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Kim, Daeun

Science Education(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divided and trained for 

over 70 years in different educational systems and methods. 

Recent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troduced a new 

curriculum, South Korea emphasized learning through inquiry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North Korea in the 

2013 Science curriculum. However, there was a lack of 

comparative research on how to understand each inqui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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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it to textbooks in the new curriculu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common ground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quiry tendency 

and inquiry activities in South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Physics 1 textbook and North Korea's 2013 science curriculum 

Advanced Middle School Physics 1 textbook. For this study, 

Romey(1968) framework analyzed the text, illustrations, 

problems, and activities of inquiry-oriented in the entire 

textbook.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that Romey's analysis 

framework analyzes the inquiry orientation of the classical view 

and presents only quantitative results,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of the inquiry activities was done and the network 

structure was interpreted as eight scientific practice analysis 

frames of NRC (201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orth Korean 

text area and the South Korean activity area were 

inquiry-oriented.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 

induces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text and South Korea 

engages students through the activities. As a result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South Korea had key words and key links that 

emphasize mutual cooperation, and inquiry activities were 

organized in a structure with six elements: concept, phenomena, 

measurement, feature, discussion, group activities. And each 

sub-structure, include scientific practices of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and 'Constructing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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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signing solutions' and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key word and the key link consisted of linking objects to explain 

concepts or concept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concept-oriented scientific inquiry structure, as it is structured 

by introducing concepts and confirming concepts from words to 

represent simple phenomena. Also, the sub-structure does not 

include science practice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such as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In conclusion, South Korea's Physics 1 textbook was composed 

of six elements of exploratory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and 

experiment, in a structure with connectivity, and emphasized 

collaborative inquir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advanced middle school 1 physics textbooks have a 

concept-oriented inquiry activity structure, with a structure of 

inquiry activity as a process of presenting a phenomenon, 

introducing a concept suitable for the phenomenon, and 

confirming the concept. Also, unlike South Korea's mutually 

cooperative learning,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it emphasized 

individual concept learn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of 

textbook research in this study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entire physics textbook by analyzing only the 

common parts of physics 1 textbook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academic systems, the difficul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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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 North Korean materials, and the actual appearance of 

educ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rther 

analysis of physics textbooks for all high school courses and 

follow-up research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eachers 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re needed.

 

key words : Inquiry tendency,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Textbook, Exploratory activity, Language network analysis, 

Science Practice, 

Student Number : 2018-2038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문제  
	1.3. 용어의 정의  
	1.3.1. 탐구 활동  
	1.3.2. 과학 실천(Science Practices)  
	1.3.3. 탐구지향성  
	1.3.4. 로미 지수(Romey Index)  
	1.3.5. 언어 네트워크 분석  

	1.4. 연구의 한계  

	2. 이론적 배경 
	2.1. 탐구  
	2.1.1. 과학적 탐구  
	2.1.2. 과학 실천   

	2.2.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사 지도서에서의 탐구 
	2.2.1. 북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2.2.2. 남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2.2.3. 남북한의 과학교육 관련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3.2. 분석 방법 
	3.2.1. Romey의 분석틀과 분석 방법 
	3.2.2. 언어 네트워크 분석 
	3.2.3. 넷마이너(NetMiner) 
	3.2.4. 언어 네트워크 분석 순서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탐구지향성 
	4.1.1.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로미 지수 
	4.1.2.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 특징 비교 

	4.2. 남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4.2.1. 남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4.2.2. 남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4.2.3. 남한 탐구 활동의 구조 

	4.3. 북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4.3.1. 북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4.3.2. 북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4.3.3. 북한 탐구 활동의 구조 

	4.4.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4.4.1.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 
	4.4.2.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 특징 비교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5.2. 결론 및 제언 
	5.3. 계속 연구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문제   5
 1.3. 용어의 정의   6
  1.3.1. 탐구 활동   6
  1.3.2. 과학 실천(Science Practices)   6
  1.3.3. 탐구지향성   6
  1.3.4. 로미 지수(Romey Index)   6
  1.3.5. 언어 네트워크 분석   7
 1.4. 연구의 한계   8
2. 이론적 배경  9
 2.1. 탐구   9
  2.1.1. 과학적 탐구   9
  2.1.2. 과학 실천    11
 2.2.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사 지도서에서의 탐구  16
  2.2.1. 북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16
  2.2.2. 남한 교육과정의 탐구와 활동  22
  2.2.3. 남북한의 과학교육 관련 선행연구  25
3. 연구 방법  28
 3.1. 분석 대상  28
 3.2. 분석 방법  32
  3.2.1. Romey의 분석틀과 분석 방법  32
  3.2.2. 언어 네트워크 분석  39
  3.2.3. 넷마이너(NetMiner)  40
  3.2.4. 언어 네트워크 분석 순서  41
4. 연구 결과 및 논의  43
 4.1.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탐구지향성  43
  4.1.1. 남북한 물리 교과서의 로미 지수  43
  4.1.2. 로미 지수로 본 남북한 물리 교과서 특징 비교  51
 4.2. 남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53
  4.2.1. 남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53
  4.2.2. 남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57
  4.2.3. 남한 탐구 활동의 구조  63
 4.3. 북한의 물리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64
  4.3.1. 북한 탐구 활동의 핵심어, 핵심 링크 도출  64
  4.3.2. 북한 탐구 활동의 네트워크 특성 분석  68
  4.3.3. 북한 탐구 활동의 구조  75
 4.4.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76
  4.4.1.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  76
  4.4.2. 남북한 물리 교과서 탐구 활동 특징 비교  77
5. 결론 및 제언  79
 5.1. 요약  79
 5.2. 결론 및 제언  82
 5.3. 계속 연구 과제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