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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의 화학 역,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8권에서 사용된 비유와 유형을 분석하 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27권에 사용된 비유는 총 235개로서,교과서

10쪽마다 평균 1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다.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사용

된 비유는 총 284개(과학,143개;화학,141개)로서,교과서 한 권당 8.11개(과

학,5.3개;화학,17.6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다.비유의 빈도는 이 교육과정까

지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 던 것과는 달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소 감

소하 다. 한,교과목별,단원별,출 사별로 사용된 비유의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별로 비유를 분석한 결과,2007개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모두 기능 속성을 공유한 비유,그림과 언어를 같이 이용한 비유,추상 개

념을 구체 비유물에 응시키는 비유가 주로 사용되었고,공유 속성을 설명

해 주는 부연 비유의 사용이 많았다.그러나 비유임을 명시하거나 비유물의

제한 에 해 언 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체계성이 낮은 비유 교사 심

의 비유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의 결과에 한 교육 함

의를 논의하 다.

주요어:비유,과학 교과서,화학 교과서,2007개정 교육과정,2009개정

교육과정

학 번:2013-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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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1연구의 필요성

비유란 친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하기 하여 쉽고 친숙한 상황을 도입하

여 두 역을 비교하는 것으로(Duit,1994;Treagustetal,1995),새로운 과학

내용을 설명하기 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이나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

하는 교수․학습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능동

인 자신의 해석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 에 따르면,비유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Bryce &

MacMillan,2005),비유는 추상 인 과학 개념을 가시 인 형태로 바꾸어 주

고,과학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도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Venville&

Treagust,1996).

따라서 추상 인 속성이나 변인들 간의 복잡한 계를 다루는 과학 분야에

서는 새로운 과학 개념을 설명하기 해 비유가 자주 사용되었으며,과학 교과

서나 과학 련 책자에서도 많이 활용되어 왔다. 장에서 과학 교육을 담당하

는 교사들도 비유 사용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에 친숙하게 근하게 하여 흥

미를 유발하고,과학 개념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는 에서 유용한 도구라

고 인식하고 있다(권 순,2000).

그러나 비유의 여러 장 에도 불구하고 비유 사용이 일 되게 정 인 교

수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김 미,박희숙,2000;Clarke,2005;Gabel&

Samuel,1986;Harrison& Treagust,1993;Rule& Furletti,2004),비유물에

한 학생들의 이해 수 에 따라 과학 개념 이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미,박희숙,2000;Mason,2004).학생들이 비유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비유물과 목표 개념 사이에 부 한 응

계가 형성되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으며(Harrison& Treagust,1993), 한

학생들이 비유물을 생소하게 여길 경우,비유물 자체의 의미를 악하여야 하

는 추가 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Rule& Furletti,2004).권 순 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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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단원에 제시된 4개의 비유물에 하여

학생들의 비유 이해도와 개념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약 50%의 학생들이 비

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유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과하여 교

과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를 볼 때 과학 수업에서 비유를 효과 인 교수․학습 략으로 사용하기

해서는,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과학 개념으로의 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유물의 선정에 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효과 인

비유물의 선정에 한 연구들은 비유물의 특성이 개념 이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거나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의 사용 빈도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비유물의 특성에 따른 교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효과 인

비유물의 거로 체계 인 인과 계,그림과 언어를 같이 이용한 부호화, 응

명료화 등을 제안하 고(권 순,2000;강훈식,서지혜,2012;노태희 등,1998),

교과서 분석 연구들은 효과 인 비유물의 특성으로 제안된 거들에 의거하여

교육과정별로 교과서에 쓰인 비유들을 분석하여 비유 사용에 한 시사 들을

제안하여 왔다(노태희 등,1996;노태희 등,1997;차정호 등,2004,노태희 등,

2013;김경순 등,2013).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구성되고 실제 과학

수업에서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문지 등,2012)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의 양 ․질 수 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

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비유의 효과 인 사용에 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질 수 을 높이기 하여 교수․학습법

을 강조하고 교과서 외형체제의 자율화 방안에 따라 분량이나 내용이 비교

자유롭게 구성된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상으

로(교육인 자원부,2007;노태희 등,2013;김경순 등,2013),비유 사용 빈도

와 유형을 조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여 한 비유 사

용에 한 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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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내용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 고등학교 화학 교과

서에 사용된 비유를 수집하여 빈도를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분류하 다. 한,

이 결과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비교‧분석하 다.

연구 Ⅰ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의 화

학 역에 사용된 비유의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앞선 교육과정

기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추이를 조사하 다.연구 Ⅰ에서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2007개정 교육과정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 사용된 비유를

추출하여,교육과정별,단원별 출 사별로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비교한다.

2)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비유의 종류 빈도를 조사한다.

3)추출한 비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사용된 비유의 특징을 조사한다.

연구Ⅱ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과 고등

학교 화학 교과서 8권에 해당하는 총 35권의 교과서에 나타난 비유의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연구 Ⅰ의 결과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비유의 사용을 비교‧분석하 다.연구 Ⅱ에서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2009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고등학교 화

학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를 추출하여,교과목별,교육과정별,단원별 출

사별로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비교한다.

2)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비유의 종류 빈도를 조사한다.

3)사용된 비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비유 사용의 성을 분석한다.

4)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비유 사용의 변화

에 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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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1)교과서의 비유에 한 빈도와 유형별 분석은 분석자의 에 따라 다

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주 일 수 있다.따라서 과학교육 문가, 직교사,

과학교육 공 학원생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여 분

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2)연구 Ⅰ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모든 학

년에서 선정된 9종의 검정 교과서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검정 교과서 체로 일반화하여 해석

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3)연구 Ⅰ과 Ⅱ의 학교 과학의 경우 화학 역만을 분석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학교 과학 교과서 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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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비유(analogy)

두 역 간에 공유된 구조를 비교하여 두 역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냄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는 계를 말한다.이 때,친숙한 역을

비유물(analog),기 (base),근거 역(sourcedomain)이라고 하며,친숙하지

않은 역을 목표물(target)이라고 한다(Duit,1991).

(2) 응(mapping)

비유물의 구성 속성과 목표물의 구성 속성 사이에서 일 일로 연결되는

집합을 발견하는 과정이다(Gick& Holyoak,1983).

(3) 응 명료화(clarifiedmapping)

비유물과 목표물의 여러 가지 속성 서로 일 일 응이 되는 공유

속성들을 찾아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다(Gick& Holyoak,1983).

(4)역할놀이 비유 활동(role-playinganalogy)

학생들이 자연 상을 이루는 체 계의 한 부분이 되어 상의 과정을

신체 활동을 통해 시연(simulation)해보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역할놀이는 학생들의 신체 인 활동을 사용하는 물리 비유(personal

analogy)로써 사용된다(Harrison & Treagust,1993).다른 종류의 물리

비유나,학생들이 사람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일반 인 의미의 역할놀이와

구별하기 해 역할놀이 비유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체계성(systematicity)

비유물이 목표물의 인과 계에 응되는 구조를 체계 으로 포함하고 있

는 정도이다(Gentner& Toupi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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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2.1비유의 정의 이론

2.1.1비유의 정의와 조건

비유란 두 역 사이의 구조 유사성 비교를 말한다.친숙한 역인 비유물

(analog)과 새로 학습하려는 역인 목표물(target)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친숙한 역에서 친숙하지 않은 역으로 생각이 이될 수 있다.비

유물과 목표물 모두 각각의 속성을 가지며,비유물과 목표물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면 그러한 유사 으로부터 비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Glynn,

1994;Glynnetal.,1989).

Duit(1991)은 <그림 Ⅱ-1>과 같이 비유를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모든 상자

는 표상(representation)을 의미하며,R1과 R2의 구조 일부는 RM과 같은 동

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것을 모형이라고 한다.이 때,R1과 R2는 RM에 나

타난 구조에 하여 비유 계가 생긴다.비유는 두 역의 구조 부분의

계이다.따라서 비유는 두 역의 구조 사이의 유사 에 근거하여 비교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흔히 표면상의 유사 만 지 한 단순 비교 진술

은 비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단순 비교 진술이 비유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과학 교수에서 비유는 교과 내용에 련되는 목표물을 효과 으로 설명

하기 하여 학생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유물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

서 일부 속성을 공유하는 두 역 사이의 응 계를 비유로 활용하기 때문

에,이러한 비유물과 목표물의 응이 일정한 논리 계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두 역간의 응 계가 분명할 때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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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비유

RM (모형)

R1(비유물) R2(목표물)

<그림 Ⅱ-1>비유의 의미

모형과 비유는 혼용되기도 하는데,모형은 좀 더 복잡한 사물이나 과정의

구성 성분,조작, 계를 단순화하여 표상한 것을 나타내는 더 포 인 용어

이다.이 표상은 산술식,다이아그램,흐름도,복제물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

태가 될 수 있다.모형은 목표 역의 구조 부분을 나타내므로,모형은 비유를

제공한다.즉,비유는 일종의 모형이지만 모형이 비유일 필요는 없다(Duit,

1991;권 순,2000).

김 민과 박승재(1992)는 비유의 사용이 과학 개념 학습에 효과 이려면

비유물이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첫째,비유물과 목표물은 유사한 응 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비유물은 학생의 사 개념을 고려하여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비유물은 목표물보다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다.비유를 사용하는

요한 목 의 하나는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에 련지음으로써 학습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비유물의 구조와 속성이 목표물에 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비유물의 속성과 구조 자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학생

들로서는 목표물을 학습하기 이 에 비유물에 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비유물은 그림이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학습에

서도 그림 비유(pictorialanalogy) 는 모형 비유(modelanalogy)가 이루어져

야 한다.언어로만 표 된 비유는 학생들이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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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Gentner의 구조 응 이론

Gentner(1983)는 비유의 인지 과정을 설명하기 해 구조 응 이론

(structure-mappingtheory)을 제시하 다.구조 응 이론에 따르면,기존에

알고 있는 친숙한 근거(source) 역 내의 내용 속성들 간의 인과 상호의존

성을 나타내는 계인 ‘계 구조(relationalstructure)’가 그와 유사한 목표

(target) 역에 용될 수 있다. 를 들어,목표 역인 원자의 구조를 학습하

기 해,근거 역으로써 학습자에게 목표 역에 비해 친숙한 태양계를 비유

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원자는 태양계와 본질 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거리,인력,공 ,무게와 같은 특정한 구조

계들이 두 역 사이에 응된다.

목표 역과 근거 역 간에 응되는 이러한 계는 체계성 원리

(systematicityprinciple),즉,다른 계들과 인과 구조를 공유하는 계들

이 그 지 못한 계들보다 더 요하다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를 들어,

‘거리’,‘인력’,‘공 ’,‘더 무겁다’사이에는 인과 구조가 유사한 체계 계

들이 응되지만,‘더 뜨겁다’는 다른 계들과 체계 으로 응되는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이처럼 체계 으로 상호 련된 계들은 분리된 계보다

더 잘 응되는 것이다.따라서 상 혹은 성질 수 의 유사성 즉,표면 유

사성이나 체계 인 인과 계 구조를 담고 있지 못한 계보다는, 계 수

의 유사성인 구조 유사성(structuralsimilarity)이 비유 사고에서 더 요

하므로,서로 다른 상들 사이의 계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비유를 통한

학습에서 핵심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을 보여주는 로 건 지

를 수지에 비유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건 지와 수지가 모두 원

통형이라는 표면 인 유사성이나,크기,모양,색,재료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보다는,둘 다 치 에 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 지는 계에 힘을 제공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과 같은 계의 유사성이 비유의 인지 과정에서 요한

것이다.

Gentner의 구조 응 이론은 비유 추론에 여하는 인지 과정에서의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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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렬(alignment)과 응(mapping)단계를 제안한다.친숙한 비유물의 계

구조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에 응되는 목표물에 내재된 계 구조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 학습자는 목표물을 이해하기 해 ‘구조 정렬과 응’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Gentner& Markman,1997).먼 비유물 역에 한 지식

을 활성화시켜 목표물에 응되는 비유물의 속성이나 계를 찾아내면,각

상들과 성질들 사이, 는 서로 다른 차원의 계들 사이의 부분 인 응을

가정함으로써 비유물과 목표물의 구조 정렬이 비체계 으로 시작된다.부분

인 응을 통해 목표물과 비유물의 상호연 성이 밝 지면 부분 응들

간의 상호 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이 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서로

연결된 망(interconnectednet)형태를 가진다.이러한 계들의 망으로부터 목

표물과 비유물 간의 다른 추가 계들이 추론에 의해 목표물에 응된

다.비유물의 망과 비교하여 계들을 추가로 응시킴에 따라 목표물의 망이

확장되어 두 역 간의 구조 응이 확장된다.

2.2과학교육에서 비유의 사용

2.2.1비유의 역할

과학에서 비유는 발견의 도구이며,설명 장치나 개념 정립 도구로 사용

된다(Harrison& Treagust,1993).인지 인 역에서 비유는 추상 인 개념

을 구체 인 것으로 변환하여 더 쉽게 기억하게 만들며,보편 인 용어와 틀

을 제공함으로써 생각의 교환을 진한다. 한 비유는 새로운 개념 구조의

생성에 여하며,기존 기억을 재구성하는 일을 돕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돕는다.

학습 과정에서 비유의 역할은 개념 구조의 생성(generation),재구조화

(restructuring),가시화(visualization)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출처 역

으로부터 목표 역들로 구조들을 이시킴으로써 새로운 도식이 생성되며,

기존 기억들이 재구조화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해 재구조화를 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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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고,비유가 새로운 정보를 상상하기 쉽고 좀 더 구체 인

것으로 만들어 수 있다(Duit,1991). 한 비유는 새롭게 구성된 이론들을

자세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이론을 다듬고 확장시키기 한 핵심 질문

들을 제안한다.이로부터 이론 인 요소들과 찰 가능한 변인들 사이의 응

들을 시사하고 이론을 구체 인 문제에 용하게 하며,이론들 사이에 연

을 제공함으로써 포 인 설명 체계를 얻는 데 기여한다(Nagel,1979).

Duit(1991)는 구성주의 학습 에서 비유의 장 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

다.첫째,비유는 개념 변화 학습에서 새로운 을 열어주는 유용한 도구

이다.둘째,비유는 실제 세계에서 유사성을 지 함으로써 추상 인 것을 이해

하도록 진한다.셋째,비유는 추상 인 것을 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넷

째,비유는 학생들의 심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한다.다섯째,

교사로 하여 학생들의 선수 지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2.2.2비유 사용의 효과

Thiele와 Treagust(1994)는 과학 교사들이 왜 비유를 사용하는가,비유를

계획 이며 자발 으로 사용하는가,그리고 교사마다 사용하는 비유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하기 하여,호주 고등학교 화학 교사 4명의 반응

속도,에 지 효과,화학 평형에 한 12학년 수업 43차시를 분석하 다.연구

결과 총 45개의 비유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 사용상 특징을

찾아냈다.첫째,화학 교사들은 학생들이 처음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

될 때 비유를 사용했다.둘째,이들은 수업 에 비유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으

며,자신의 경험이나 문 인 독서에서 비유물을 끌어냈다.셋째,그림 비유

가 자주 사용되었으며,상황에 따라 응 정도가 달랐고,비유물의 설명은 주

로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교사 개인 으로

유용한 비유 목록이 개발되어야 하며,학생 경험과 련된 비유를 선정하고

비유의 속성을 분명히 응시키고 제한 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

Mason(1994)은 이태리 북부 5학년 1개반 학생 15명을 상으로 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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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에 이크 만들기 비유를 사용하여 10차시 동안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조별 체 학 토론 내용 분석과 그림 그리기,짧은 짓기,개

별 면담을 통하여 비유의 이해 수 과 비유 사용에 한 인지 인식,비유

사용으로 인한 개념 변화를 조사하 다.비유의 유사성 응과 차이 에 한

인식 수 과 비유의 의미와 교수 목 에 한 학생들의 이해 수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리고 비유에 한 이해 수 과 과학 개념 이해 수 ,비유 사용에

한 인지 인식 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다.따라서 비유에

의한 개념 변화에서 인지 측면과 인지 측면의 상호작용이 있으므로,학

생들이 비유의 궁극 목 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

Dagher(1995)는 과학 교육에서 비유 교수 효과에 한 15개의 연구들을 기

술 (descriptive) 근을 통하여 정리하 다.여러 수 의 학생들과 주제에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분 비유 사용 효

과가 정 이었다고 보고하 다.

Duit,Komorek,Wilbers,Roth(1997)는 독일의 10학년 25명의 학생을 상

으로 혼돈이론에 한 비유 수업을 2주간 실시하 다.진자의 운동에 하여

측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비유를 제시하 다.이후 토의를 통해

혼돈 이론을 개념화하도록 하 다.이 과정에서 비유물에서 목표물로 일방

으로 지식이 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성 방식으로 지식이 구성되며,

구조 속성보다는 표면 유사성에 의하여 진되는 것을 발견하 다.따라

서 잘 구성되고 검증된 교육 비유라도 학생 스스로 정확한 개념 이해를 끌

어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

2.2.3비유의 제한

비유 사용의 장 에도 불구하고 비유물과 목표물의 계와 련된 몇 가지

의 근본 인 제한 때문에 비유를 사용한 학습의 효과가 제한 이거나 경우

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이런 이유로 비유를

양날을 가진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Glynn,1991).비유 사용의 제한 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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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비유 속성의 잘못된 이,비유물에 한 생소함,인지 발달 단계 등이

지 되고 있다(Thiele& Treagust,1991b).

비유는 구조상 비유물과 목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둘 사이에는 공유하

는 속성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만약,학습자가 공유 속

성과 비공유 속성을 혼동하면 올바른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므로 목표물에

해 잘못 이해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방하기 해서는 비유가 성

립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언 해야 할 필요가 있다(Glynn,1991). 한 하나의

비유로 학습할 모든 속성을 다룰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비유를 사용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유 사용에 있어서 두 번째 제한 은 수업에서 사용되는 비유물에 하여

학습자가 친숙하지 않아 비유물의 공유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이

경우 비유물에서 목표물로 공유 속성의 이가 제 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유의 사용 효과를 기 할 수 없다.학습자는 비유 자체를 자신들이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Harrison& Treagust,1993).이런 경우 과학 수

업에서 비유물에 한 설명이 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비

유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유 사용에서 세 번째 제한 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 과 계된다.비

록 비유가 인지 발달 수 이 낮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일반 으로 알려

져 있지만,학생들의 시각 심상 능력이나,비유 추론 능력,상 사고력

이 부족한 경우 비유의 사용은 제한 일 수 있다(Gabel& Sherwood,1980).

한 이미 형식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들은 비유 없이도 한 이해에 도달

할 수 있으므로,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 이며,새로운 오개념을

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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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비유의 유형 분석에 한 연구

Thiele등(1995)이 호주의 고등학교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화학 교과서

10권에 있는 93개의 비유와 생물 교과서 4권에 있는 174개의 비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비유물이 목표물의 기능 인 면을 나타낸 것이

48%로 가장 높았으며,구조 인 면은 17%,구조와 기능 양면을 나타낸 것은

35%이었다.이러한 경향은 생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비유의 표 형태

를 보면 문자만 사용하여 표 한 비유(53%)와 그림과 문자를 함께 사용한 비

유(47%)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것은 그림을 이용하여 과학

개념의 시각화를 돕고 있음을 보여 다.그러나 생물 교과서의 경우에는 자

미경과 컴퓨터 모델링의 발달로 그림 비유가 3% 정도밖에 없었다.목표물

과 비유물의 추상도를 비교한 결과,추상 인 개념을 구체 수 의 비유물로

연결시킨 것이 88%로 다수를 차지하 다.생물의 경우는 구체 인 수 의 목

표물을 구체 인 수 의 비유물로 연결시킨 것이 34% 있었지만,추상 인 개

념을 구체 수 의 비유물로 연결시킨 것이 62%로 다수를 차지하 다.추상

인 수 의 개념을 추상 인 수 의 비유물과 연결시킨 것은 5%이하로,거

의 없었다.비유물의 응 정도는 단순 응이 45%로 가장 많았으며,공유된

속성을 언 한 부연 응이 38%이며,확장 응은 18%로 가장 었다.생물

의 경우에도 수치는 다르지만(62%,29%,10%)유사한 경향을 보 다.

차정호 등(2004)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등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에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조사하고,유형별로 분류하 다.연구 결과,사용된

비유의 수는 총 325회로,교과서 10쪽 당 평균 0.80회 으며,216종의 비유가

사용되어 186여종의 비유가 사용된 6차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비유들이 새로 도입되었다고 하 다.공유 속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기능 비

유가 가장 많았고(52%),구조 비유는 29% 으며,비유물이 목표물의 구조와

기능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비유는 19%로 가장 었다. 한 그림과 문

자로 표 한 비유는 체 비유 66%로 가장 많았고,비유물을 단순히 문자

만 사용하여 표 한 비유는 26%,그림만으로 표 한 비유는 8% 다.한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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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목표물을 구체 인 비유물에 응시킨 비유의 빈도가 78%로 부분을

차지했으며,비유물의 응 정도로는 단순 응(41%)과 부연 응(41%)이 비

슷한 빈도로 사용되었으나,확장 응(18%)의 사용이 었다.그리고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그 로 비유물로 사용하여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일상 비유가 51% 사용되었으나,친숙한 사물이나 상황을 목표물

에 맞게 의도 으로 재구성하여 비유물로 사용한 작 비유도 49%나 되어

6차에 비하여 작 비유의 사용이 증가하 다.교과서 본문 에 비유라고

언 한 경우는 16%,제한 을 언 한 경우는 1% 미만으로,이 경우 학생들이

비유를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혼동하거나 학습해야 할 내용을 비유에서 분리

해 내지 못하여 비유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가능한 교과서 본문

에 비유라고 언 하며,비유물과 목표물 간의 응 계 비유의 제한

등을 명확히 언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한 체계성이 낮은 비유(66%)와

교사 심의 비유(61%)가 많이 사용되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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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Ⅰ: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 사용된 비유 분석

3.1연구 방법

3.1.1분석 상

이 연구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모든 학년에

서 검정을 통과한 9종의 교과서를 상으로 하 다.분석한 9종의 교과서는

(주)교학사,(주) 성출 사,(주)동화사,(주)두배의느낌,두산동아(주),(주)미래

엔,(주)비상교육,(주)천재교육,(주)천재문화에서 출 되었다. 상 단원은 과

학 1의 ｢물질의 세 가지 상태｣,｢분자의 운동｣,｢상태 변화와 에 지｣,과학 2

의 ｢물질의 구성｣,｢우리 주 의 화합물｣,과학 3의 ｢물질의 특성｣,｢ 해질과

이온｣단원으로, 단원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록된 비유를

분석하 다.

자 출 사

박희송 외 15인 (주)교학사

이성묵 외 11인 (주) 성출 사

박 상 외 8인 (주)동화사

김성원 외 19인 (주)두배의느낌

김찬종 외 11인 두산동아(주)

김성진 외 10인 (주)미래엔

이 용 외 11인 (주)비상교육

이면우 외 12인 (주)천재교육

유 희 외 11인 (주)천재문화

<표 Ⅲ-1>분석 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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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분석 방법

비유의 사용 측면에서 과학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한 선행연구(차정호 등,

2004)의 분석틀에 기 하여 비 분석을 실시하 다. 비 분석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 임의로 선정한 교과서의 화학

역을 상으로 2인의 분석자가 개별 으로 비유를 추출하고,분석자간 일치

도가 90%이상이 될 때까지 비유 추출에 해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한,2인의 분석자가 선행연구의 분류 기 에 근거하여 추출한 비유를 유형

별로 분류하고,분석자간 일치도를 구하 다.이 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이기 해 과학교육 문가 3인, 직교사 3인,과학교육 공 학원생 3

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분석 기 에 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여 이를

수정‧보완하 다.유형별 분류 결과에 한 반복 인 논의를 통해 일치도가

94%에 도달한 후,1인의 분석자가 모든 비유를 다시 추출하여 분류하 다.분

석한 내용은 지난 교육과정에 의한 선행연구(노태희 등,1996;노태희 등,

1997;차정호 등,2004)의 결과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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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분석 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학 개념의 설명을 돕기 하여 학생 세계에서 사용

되는 비유물을 응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정의(노태희 등,1996;노태희 등,

1997;차정호 등,2004)하고,비유를 추출하여 사용 빈도와 유형을 조사하 다.

이 때,교과서에 모형(model)이 제시된 경우,단순히 모형을 소개하는 경우는

비유에 포함하지 않았으나,물리 모형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목표 개념을

익히는 탐구 활동이나 모형과 목표 개념 사이의 속성을 응시키는 활동이 있

는 경우는 비유에 포함하 다(권 순,2000).

비유의 유형별 분류는 차정호 등(2004)이 사용한 분류기 을 따랐다<표 Ⅲ

-2>.이 분류기 은 비유물과 목표물 간의 공유 속성,비유물의 표 방식,비

유물과 목표물의 추상도, 응 정도,제시된 비유물의 작 성,비유 용어의 사

용,비유의 제한 언 ,학습자의 참여도 측면에서 비유를 분류하는 것으로,

각 비유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기 에 한 구체 인 설명은 <표 Ⅲ-2>에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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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설명

공유속성

구조 비유물의 모양,색,크기 등이 목표물에 응

기능 비유물의 기능 ,행동 특성이 목표물에 응

구조 /기능 비유물과 목표물이 구조 ,기능 속성을 모두 공유

표 방식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만 사용하여 표 한 비유

그림 비유물에 한 언어 설명 없이 그림만 사용한 비유

/그림 비유물에 해 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설명한 비유

추상도

구체 ⇒구체 비유물과 목표 개념이 모두 구체

추상 ⇒추상 비유물과 목표 개념이 모두 추상

추상 ⇒구체 추상 목표 개념을 구체 비유물에 비유

응정도

단순 어떠한 추가 설명 없이 ‘목표 개념’과 ‘비유’만 언

부연 공유 속성에 해 언

확장
목표 개념을 설명하기 해 여러 개의 비유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비유로 여러 가지 속성을 설명

작 성
일상 일상 인 사물이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비유 소재로 사용

작 일상 인 사물이나 상황에 변화를 주어 비유 소재로 사용

‘비유’언
언 함 ‘비유’,‘비유 ’등과 같은 표 을 사용함

언 안함 비유임을 나타내는 표 을 사용하지 않음

체계성
고체계 목표 개념이 가진 인과 계를 포함한 비유

체계 목표 개념이 가진 인과 계를 포함하지 않은 비유

제한 언
언 함 비공유 속성에 해 조 이라도 언 하는 경우

언 안함 비공유 속성에 해 어떠한 언 도 하지 않는 경우

학생 참여도
학생 심 학생의 직 인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교사 심 교사가 비유물을 직 제시하는 경우

<표 Ⅲ-2>유형별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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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결과 논의

3.2.1비유의 빈도 분석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에 사용된 비

유의 빈도를 이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표 Ⅲ-3>에 제

시하 다.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사용된 비유는 총 235개로서,교과

서 1권 당 평균 8.7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다.10쪽 당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비

교하여보면,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서 비유 사용 횟수가 증가하 고,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그 기조

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과학 학

습에서 비유 사용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비유의 빈도
한권 당 사용된

비유의 빈도

10쪽 당 사용 된

비유의 빈도

5차 21 1.4 0.22

6차 43 1.8 0.27

7차 108 6.0 0.96

2007개정 235 8.7 1.02

<표 Ⅲ-3>교육과정별 교과서에서 비유를 사용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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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단원 역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는 <표 Ⅲ-4>과 같다.과학 1교

과서 9종에서는 62개(10쪽 당 0.8개),과학 2교과서 9종에서는 149개(10쪽 당

1.9개),과학 3교과서 9종에서는 24개(10쪽 당 0.3개)의 비유가 사용되어 학년

별로 비유 사용 빈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단원 비유의 빈도
10쪽 당 사용 된

비유의 빈도

과학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 27 1.1

분자의 운동 13 0.5

상태 변화와 에 지 22 0.9

계 62 0.8

과학 2

물질의 구성 96 2.4

우리 주 의 화합물 53 1.4

계 149 1.9

과학 3

물질의 특성 13 0.3

해질과 이온 11 0.2

계 24 0.3

<표 Ⅲ-4>단원별 비유를 사용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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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1의 물질의 세 가지 상태,분자의 운동,상태 변화와 에 지 단원에서

는 각각 10쪽 당 1.1회,0.5회,0.9회의 비유가 사용되었다.이 단원에서는 미시

인 분자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화하기 하여 다양한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그 결과,구슬,탁구공,스티로폼 구,주사 ,모래알 등의 분자

모형을 직 조작하는 탐구 활동이나 분자의 추상 인 속성을 구체 인 비유

물에 응시키는 비유 활동이 자주 사용된다.

과학 2에서는 체 비유의 약 63%에 해당되는 149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는

데,물질의 구성 단원에서는 10쪽 당 2.4회,우리 주 의 화합물 단원에서는

10쪽 당 1.4회의 비유가 제시되었다.교육과정(교육인 자원부,2007)에 제시된

필수 탐구 활동인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와 이온을 나타내기’와 ‘모형을 사용하

여 화합물의 형성을 나타내기’를 반 하기 하여, 부분의 교과서에 물리

모형을 조작하며 목표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의 비유가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그 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일종의 비유물이 되어 공유결합이나 이온

결합을 몸으로 표 하는 역할놀이 비유 활동도 여러 교과서에 사용되었다.한

편,지난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경기장 속의 공,구슬,개미

(원자와 원자핵),푸딩,머핀,복숭아,태양계(원자 모형),가게의 물건 분류(원

소의 분류),달력의 요일(주기성)등과 같은 비유가 2007개정 교과서의 물질

의 구성 단원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이들 비유가 형 으로 사용되는 비유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이 외에도 입자의 개념을 묘화의 ,모래알,

블록에 응시킨 비유가 과학 2교과서 9권 8권에서 사용되었고,공유결합

과 이온결합을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 응시킨 비유는 4권의 교과서에서 사

용되고 있었다.

과학 3의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는 10쪽 당 0.3회, 해질과 이온 단원에서

는 10쪽 당 0.2회로 비유가 상 으로 게 사용되었다.이는 미시 개념이

심이 되는 과학 1이나 과학 2와 달리,과학 3에서는 거시 수 의 개념과

상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서 비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22-

비유의 사용은 출 사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표 Ⅲ-5>.비유를

가장 게 사용한 교과서(F,H)의 비유 사용 빈도는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

(D)의 1/3에 불과했다.특히 과학 3교과서에서는 비유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A,F,H)도 있었다.각 교과서에서의 분량이나 다루는 내용이 비슷하지

만 사용한 비유의 수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과학 학습에서 비유

사용의 요성에 한 교과서 자의 심과 인식에 지 않은 편차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출 사1) 과학 1 과학 2 과학 3 계

A

B

C

D

E

F

G

H

I

6

3

10

12

3

5

13

5

5

13

14

15

29

16

11

19

11

21

0

3

5

7

4

0

3

0

4

19

20

30

48

21

16

35

16

30

<표 Ⅲ-5>출 사에 따른 비유 사용 빈도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의 종류는 161가지로,그 23

종의 비유가 여러 교과서에 복되어 사용되었다.반면,한 번씩만 사용된 비

유는 총 138개로 체 비유의 85.7% 다.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에 사용되는

비유의 선택이 자의 배경 지식이나 선호에 따라 주 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개발된 비유물의 공유도 제한되어 있다는 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1)출 사 (random order):교학사, 성출 사,동화사,두배의느낌,두산동아,미래엔,

비상교육,천재교육,천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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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비유의 유형별 분석

<표 Ⅲ-2>의 분류 기 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의 비유를 유

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표 Ⅲ-6>에 제시하 다.

비유의 유형 5차 6차 7차 2007개정

공유속성

구조

기능

구조 /기능

24

48

29

33

42

26

31

43

26

36

37

27

표 방식 그림

/그림

33

14

52

35

9

56

34

7

58

7

8

85

추상도

구체 ⇒구체

추상 ⇒추상

추상 ⇒구체

0

14

86

16

7

77

5

10

85

5

11

84

응정도

단순

부연

확장

43

24

33

47

23

30

32

44

24

21

54

25

작 성
일상

작

48

52

51

49

36

64

65

35

‘비유’언
언 함

언 안함

14

86

7

93

13

87

22

78

체계성
고체계

체계

30

70

35

65

제한 언
언 함

언 안함

3

97

6

94

학생 참여도
교사 심

학생 심

53

47

49

51

<표 Ⅲ-6>비유의 유형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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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 속성

비유를 비유물과 목표물의 공유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비유물이 목표

물과 모양,크기,색깔 등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 비유가 36%,비유물이 목

표물과 기능 혹은 행동 특성을 공유하는 기능 비유가 37% 다.비유물

이 목표물의 구조 속성과 기능 속성을 모두 공유하는 비유는 27% 다.

이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 을 때,기능 비유의 비율은 감소

하고(5차:48%,6차:42%,7차:43%,2007개정:37%),구조 비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5차:24%,6차:33%,7차:31%,2007개정:36%)이 나타났다.

구조 비유는 과학 1과 과학 2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각각 40%,38%),분자

의 배열이나 원자 모형과 련된 비유는 거의 구조 비유 다.한편,구조와

기능을 모두 포함한 비유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사용 빈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5차:29%,6차:26%,7차:26%,2007개정:27%).비유물과 목표물의

공유 속성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Spiroetal.,1989)기능 특성과 구조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비유를 개발

하고 이를 교과서에 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표 방식

언어와 그림을 모두 사용하여 표 된 비유가 85%로 가장 많았고,언어로만

표 된 비유는 7%,그림으로만 표 된 비유는 8% 다.이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언어로만 표 된 비유가 크게 감소했고(5차:33%,6차:35%,

7차:34%,2007개정:7%),반 로 언어와 그림을 모두 사용하여 표 된 비유

는 크게 증가하 다(5차:52%,6차:56%,7차:58%,2007개정:85%).이러한

결과는 2007개정 교과서 편찬 시,교과서 분량에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

진이나 그림의 삽입이 용이해졌고,이로 인해 비유의 효과 인 제시를 해

비유와 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악된다.비유물을 언어와 그림으로 동시에 표 할 경우,비유물과 목표물간

의 응 요소가 명료해지며,언어 ․시각 이 부호화를 유도하여 학습 효

과가 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선행연구(Thiele& Treagust,1994)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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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개정 교과서에서 언어와 그림을 모두 사용한 비유가 증가한 것은 정

인 변화로 볼 수 있다.

(3)추상도

추상 목표물을 설명하기 해 구체 비유물을 응시킨 비유가 84%,추

상 목표물을 추상 인 비유물로 설명한 비유는 11%,구체 인 목표물을 구

체 인 비유물과 응시켜 설명한 비유는 5% 다.이러한 결과는 이 교육

과정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수의 비유에서 추상 인 과학

개념을 설명하기 해 구체 인 비유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은 과학 개념을

친숙한 상황과 연결 지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비유의 근본 목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추상 비유물을 사용한 비유의 로,원소

의 성격을 친구들의 성격 유형과 연결 짓거나,과학자의 연구를 탐정이 범죄

를 수사하는 과정에 응시키는 비유가 있었다.비록 이 비유들이 추상 인

상황을 비유물로 사용하 다는 제한 이 있지만,학생들이 쉽게 경험하고 상

상할 수 있는 친숙한 상황인 경우에는 추상 비유물도 학생의 개념 이해 등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Gick& Holyoak,1983)에서는 정 인 측면도 존

재한다.

(4) 응 정도

비유물과 목표 개념 사이의 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유물과 목표 개념의

공유 속성에 한 설명을 제시한 부연 비유가 54% 다.그리고 목표 개념을

설명하기 해 여러 개의 비유물을 제시하거나 하나의 비유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공유 속성을 설명한 확장 비유가 25% 고,부가 설명 없이 목표 개념과

비유물만 언 한 단순 비유는 21% 사용되었다.

비유를 학습에 사용하는 목 은 비유물과 목표 개념과의 응 과정을 통해

친숙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지식을 이시키는 것이므로,공유 속성을

명확히 하는 응 명료화 과정은 목표 개념이 인지 구조 내에 유의미하게 정

착하기 한 필수 조건이다(노태희 등,1999).따라서 단순 비유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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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5차:43%,6차:47%,7차:32%,2007개정:21%),부연 비유의 사용

이 증가한(5차:24%,6차:23%,7차:44%,2007개정:54%)것은 응 명료화

가 강조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한편,비유물과 목표물의 공유 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

물에 한 친숙도의 개인차를 이고 련 도식을 잘 유도하여 개념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Harrison& Treagust,1993).따라서 공유 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는 확장 비유의 사용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5)작 성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물이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비유의 소재로 사용

한 일상 비유가 65%,사물이나 상황에 의도 인 변화를 가하여 비유의 소

재로 사용한 작 비유가 35% 다.이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교할 때,일

상 비유의 사용은 증가하 고(5차:48%,6차:51%,7차:36%,2007개정:

65%),작 비유의 사용이 감소하 다(5차:52%,6차:49%,7차:64%,2007

개정:35%).이러한 변화는 체로 정 으로 볼 수 있으나,작 비유가

과학 3(22%)에 비해 과학 1(41%)이나 과학 2(34%)에 상 으로 많이 사용되

었다는 은 문제로 지 할 수 있다.비유를 이용한 학습은 학습자의 사 지

식이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Zook& DiVesta,1991)사 지식이나 경험

이 은 학습자들에게 작 비유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비유물 자체를 생소

하게 여기거나 비유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노태희

등,1996),비유와 목표 개념간의 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개념을 형성하기

쉽다(Zook& DiVesta,1991).특히 과학 1에서는 분자 개념을 도입하기 해

비유의 사용이 빈번하므로,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을 이용한 일상 비유를 많이 사용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6)비유 언

비유를 사용할 때 “～에 비유할 수 있다”혹은 “비유하여 설명하면～”과

같은 표 을 사용하여 비유임을 명확히 제시한 경우는 22% 다.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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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하면 비율이 증가하 지만, 으로 여 히

낮은 수 으로 볼 수 있다.비유라는 용어를 언 하지 않을 경우,학생들이 비

유물 자체를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나 비유물에 한 설명과 목표 개념

에 한 설명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Orgill& Bodner,2006),비유와 과학 개

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비유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7)체계성

체계성 측면의 분석 결과,목표 개념이 가진 인과 계를 포함한 체계성 높

은 비유는 35% 고,개별 속성만 응되고 목표 개념의 인과 계를 포함하지

않는 체계성이 낮은 비유는 65%로 나타났다.체계성이 높은 비유는 개념 이

해에 필요한 도식을 도출시켜 목표 개념을 인지 구조 내에 효과 으로 정착

시키고,새로운 상황에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노태희 등,1998).따라서 유의미

한 학습을 해서는 개별 속성만 응되는 체계성이 낮은 비유보다는 목표 개

념의 인과 계 구조를 포함하는 체계성이 높은 비유의 사용을 늘려야 할 것이

다.

(8)제한 언

비유물과 목표물 간의 비공유 속성에 해 언 하거나 오개념과 련된 주

의사항을 다룬 비유는 7차 교과서에서 3% 고,2007개정 교과서에서도 6%에

불과했다.모든 과학 1교과서에 ‘모형 사용의 필요성과 제한 ’과 련된 소

단원이 있으나, 부분 모형과 련된 주의사항을 단순히 언 하고 있을 뿐

구체 으로 모형 사용과 련된 각 비유의 제한 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비

유물은 자체의 특성상 목표물과의 공유 속성 이외에 비공유 속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학생들이 이를 정확히 구별해내지 못할 경우 비과학 인 결

론에 도달하거나 오개념이 생성될 수도 있다(Harrison & Treagust,1993;

Curtis& Reigeluth,1984).따라서 학생들이 비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비유의 제한 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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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참여도

비유를 사용한 학습에서 학생의 참여가 필요한 학생 심 비유가 7차 교과

서에서 47%,2007개정 교과서에서 51%가 사용되었고,학생의 직 인 활동

을 요구하지 않는 교사 심의 비유는 7차 교과서에서 53%,2007개정 교과

서에서는 49%가 사용되었다.학생 심 비유는 주로 물리 비유물을 조작하

며 공유 속성을 찾는 탐구 활동이나 학생이 분자나 원자가 되어보는 역할놀이

활동,토의나 문제 해결을 통해 비유물과 학습 개념간의 공유 속성을 응시

키는 활동으로 제시되었다.학생들이 직 비유 사용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능동 인 지식 구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개념 이해가 진되고 학습에 한

흥미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Lawson& Baker,1993;Cherif&

Somervill,1995),학생 심의 비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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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Ⅱ: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나타난

비유 분석

4.1연구 방법

4.1.1분석 상

이 연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심의에 통과한 학교 과학 교

과서 9종과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4종에 해당하는 총 35권의 교과서를 상으

로 하 다.분석에 사용된 9종의 학교 과학 교과서는 (주)교학사,(주) 성출

사,두산동아(주),(주)미래엔,(주)비상교육,(주)좋은책신사고,(주)지학사,

(주)천재교과서,(주)천재교육에서 출 되었고,4종의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는

(주)교학사,(주)비상교육,(주)상상아카데미,(주)천재교육에서 출 되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과학 1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과학 2의 ｢물질

의 구성｣,｢물질의 특성｣,과학 3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여러 가지 화

학반응｣단원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화학 I과 화

학 II의 체 단원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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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 출 사

학교

과학 1,2,3

박희송 외 12인 (주)교학사

이문원 외 12인 (주) 성출 사

이진승 외 14인 두산동아(주)

이규석 외 19인 (주)미래엔

임태훈 외 10인 (주)비상교육

종오 외 16인 (주)좋은책신사고

이상민 외 14인 (주)지학사

신 외 11인 (주)천재교과서

이면우 외 12인 (주)천재교육

고등학교

화학 Ⅰ,Ⅱ

박종석 외 4인 (주)교학사

류해일 외 7인 (주)비상교육

김희 외 8인 (주)상상아카데미

노태희 외 7인 (주)천재교육

<표 Ⅳ-1>분석 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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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분석 방법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비 분석을 수행하 다.기존의 분석기 을 바탕

으로 비 분석 과정에서 논의 된 세부 분석 기 을 수정하여 분석틀을 구성

하 다.과학교육 문가 3인, 직교사 3인,과학교육 공 학원생 3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분석 기 에 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여 분석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고,세미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참

여도의 학생 심 비유에 한 세부 기 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틀로 사

용하 다.

2인의 연구자가 개별 으로 비유를 추출하여 연구자간 일치도가 96%이상

이 될 때까지 논의하 고,그 후 1인의 연구자가 나머지 비유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교과목별,교육과정별,단원별 출 사별로 비교하 다. 한,2인의

연구자가 최종 분석틀을 이용하여 추출한 비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반복하여 연구자간 일치도가 95%임을 확인하 다.이후 1인의

연구자가 추출한 모든 비유를 유형별 기 에 따라 동일한 차로 분류하 다.

분석한 내용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과학 교과서의 비유 분석

결과(연구 Ⅰ)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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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분석 기

추출한 비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한 기 은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연구(연구 Ⅰ)에 사용된 분류 기 의 일부를 추가․보완하 다.기존 연

구에서는 학생 참여에 한 분류 기 을 단순하게 ‘교사 심/학생 심’으로

이분화 하 는데,이 연구에서는 학생 심 비유에 해 ‘물리 조작 비유’,

‘역할 놀이 비유’,‘비유 만들기’와 ‘단순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기 에 추

가하 다<표 Ⅳ-2>.

이 연구에서는 연구 Ⅰ에서 사용했던 비유의 분류 기 을 보완하여,최근

비유물의 특성에 한 연구들에서 정 인 교수 효과를 내어 그 요성이

두되고 있는 학생 심 비유에 해(김경순 등,2008;김동렬,2008;변춘수,

김희백,2010)물리 조작 비유,역할 놀이 비유,비유 만들기 등으로 세분화

하여 교과서에 사용된 빈도를 조사하 다.

학생 참여도

학

생

심

물리

비유

학생들이 직 물리 모형을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목표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비유

역할놀이

학생들 스스로가 비유물의 역할을 신하여 움직이는 실체

인 활동을 통해 추상 인 내용을 직 체험할 수 있는

비유

비유

만들기
학생들이 스스로 생성한 비유

단순활동
주어진 비유물 혹은 목표 개념을 토 로 공유속성을 찾거

나 비유 계를 생각해보는 활동

교사 심 교사가 비유물을 직 제시하는 경우

<표 Ⅳ-2>세분화된 학생 참여도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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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결과 논의

4.2.1비유의 빈도 분석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를 분석하여 체 사용의 빈도

교과서 한 권당 평균 빈도,교과서 10쪽 당 빈도를 <표 Ⅳ-3>에 제시하

다. 학교 과학 교과서 27권의 화학 역에는 총 143개의 비유가 사용되어

교과서 한권 당 5.30개,10쪽 당 0.66개의 비유가 쓰 으며,고등학교 화학 교

과서 8권에는 총 141개의 비유가 쓰여 한 권당 평균 17.6개,10쪽 당 0.70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다.

학교에서 비유가 가장 많이 사용된 교과서는 과학 2로 10쪽 당 0.80개가

사용되었으며,가장 게 사용된 교과서는 과학 1로 10쪽 당 0.43개가 사용되

었다.아직 학생들의 인지 수 이 추상 사고를 할 수 있는 형식 조작기에

이르지 못한 학교 1학년(박종윤,강순희,1996)에서 비유 사용이 가장 었

던 것은 다음 교과서 개편 작업에서 요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이라

지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10쪽 당 빈도를 비교했을 때 화학 I(1.00)이 화학 II(0.44)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화학

I(0.12)이 화학 II(0.60)보다 비유 사용이 었던 것과 조되는 결과이다.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화학 I과 화학 II의 내용 구성이 달라지면서 기존 7차 교육

과정의 화학 II에 있던 일부의 내용들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I으로

재구성되면서 생긴 변화인 것으로 악된다.즉,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

학 I에서 원자론,주기율,화학결합,분자의 구조 등을 다루며 원자와 분자 수

의 미시 인 개념을 가시화하기 해 비유를 많이 활용한 반면,화학 II에서

는 화학 평형,화학 반응 속도 등 화학 변화의 상징 표상들을 주로 다루며

비유 사용이 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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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의 빈도
한권 당 사용된

비유의 빈도

10쪽 당 사용 된

비유의 빈도

학교

과학 1 22 2.44 0.43

과학 2 70 7.78 0.80

과학 3 51 5.67 0.64

평균 5.30 0.66

고등학교
화학 Ⅰ 93 23.25 1.00

화학 Ⅱ 48 12.00 0.44

평균 17.6 0.70

계 284 8.11 0.68

<표 Ⅳ-3>교과서에서 비유를 사용한 빈도



-35-

교육과정별로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비교하기 하여,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편찬된 학교와 편찬되지 않은 고등학교 결과를 분리

하여 <표 Ⅳ-4>에 제시하 다. 학교 교과서의 경우 10쪽 당 비유의 빈도가

0.22개(5차),0.27개(6차),0.96개(7차),1.02개(2007개정)로 일 되게 증가하다

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0.66개로 격하게 감소하 다.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도 5차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는 꾸 히 증가하 지만,2009개

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5차:0.34,6차:0.43,

7차:0.72,2009개정:0.70).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외형체제의 자

율화로 교과서의 분량이나 자료 구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비유 사용이 학교의 경우 크게 감소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별다른 변화

가 없었던 것은,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해 학생들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의

상황을 극 으로 발굴하도록 권장하는 교육과정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비유의 빈도
한권 당 사용된

비유의 빈도

10쪽 당 사용 된

비유의 빈도

과학

5차 21 1.4 0.22

6차 43 1.8 0.27

7차 108 6.0 0.96

2007개정 235 8.7 1.02

2009개정 143 5.30 0.66

화학

5차 106 7.6 0.34

6차 269 14.9 0.43

7차 182 18.2 0.72

2009개정 141 17.6 0.70

<표 Ⅳ-4>교육과정별 교과서에서 비유를 사용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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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로 비유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비유가 많이 사용된 단원은 과학 2

의 「물질의 구성」(22.9%),과학 3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16.2%),화

학 I의 「개성 있는 원소」(13.0%)와 「아름다운 분자 세계」(13.0%)등으로

나타났다<표 Ⅳ-5>.이는 모두 원자와 분자 수 에서 화학 개념을 다루는 단

원들로,미시 세계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해 에 보이는 구체물들

을 사용하여 목표 개념의 속성을 가시화한 비유들이 주로 쓰인 것이다.특히,

원소와 원자 이온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과학 2의「물질의 구성」에서는

65개(22.9%)로 가장 많은 비유가 사용되었고,화학 반응의 법칙들을 입자 으

로 설명한 과학 3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에서는 46개(16.2%)의 비유가

쓰 다.그러나 분자 수 에서 물질의 상태와 분자 운동을 설명한 학교 과

학 1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에서는 22개(7.7%)의 비유만이 사용되어,

동일한 개념을 다루었던 2007개정 교육과정 과학 1의 62개(26.0%)보다도 비

유 사용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Ⅰ).역시 분자 수 에서 기체와

액체,고체,용액의 성질에 한 설명이 필요한 화학 II의 「다양한 모습의 물

질」에서는 4종의 교과서에서 단 한 개의 비유만이 사용되었는데,학생들의

사고력에 비해 형식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고등학교 과정(박종윤,

강순희,1996)에서도 교과서를 집필할 때 보다 친숙하고 쉽게 근할 수 있는

비유 소재를 개발하고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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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단원 역 빈도 (%)

학교

과학 1 6.물질의 상태변화와 분자운동 22(7.7)

과학 2
1.물질의 구성 65(22.9)

5.물질의 특성 5(1.8)

과학 3
2.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46(16.2)

5.여러가지 화학반응 4(1.4)

고등학교

화학 Ⅰ

1.화학의 언어 10(4.0)

2.개성 있는 원소 37(13.0)

3.아름다운 분자 세계 37(13.0)

4.닮은꼴 화학반응 9(3.2)

화학 Ⅱ

1.다양한 모습의 물질 1(0.4)

2.물질 변화와 에 지 18(6.3)

3.화학평형 9(3.2)

4.화학반응속도 20(7.0)

5.인류복지와 화학 0(0.0)

계 284(100)

<표 Ⅳ-5>단원별 비유를 사용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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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별로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학교 과학 교과

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 출 사에서 22개,가장 게 사용한 출 사에서

11개가 사용되어 배의 차이를 보 다<표 Ⅳ-6>.특히,비유를 게 사용한 출

사들 2곳에서는 과학 1교과서에서 단 한 개의 비유도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과학 1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단원의 경우,2007개정

교육과정 9종의 교과서에서 62개의 비유가 사용될 만큼 이미 개발된 비유의

수와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이번 교육과정에서 비유 사용이 이 게

었던 것은 그만큼 비유의 요성을 인식하고 비유를 용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서는 비유를 가장 많이 사

용한 출 사가 44개를 사용한 반면,가장 게 사용한 출 사는 30개만을 사

용하 다.이처럼 동일한 학년을 상으로 같은 화학 개념을 기술하면서 아직

까지 교과서 자들마다 비유 사용에 한 인식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사2)

A B C D E F G H I

학교

과학 1 0 4 1 2 3 0 4 5 3

과학 2 7 9 9 7 6 6 8 7 11

과학 3 5 9 4 3 5 5 7 6 7

계 12 22 14 12 14 11 19 18 21

J K L M

고등학교

화학 Ⅰ 22 25 18 28

화학 Ⅱ 8 12 12 16

계 30 37 30 44

<표 Ⅳ-6>출 사에 따른 비유 사용 빈도

2)출 사 (random order):교학사, 성출 사,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좋은책신

사고,지학사,천재교과서,천재교육 /교학사,비상교육,상상아카데미,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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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총 191종류(과학,81종;화학,110종)의 비

유가 사용되었는데,이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비유의 그 38

종의 비유가 여러 교과서에 복되어 사용되었다.한 권의 교과서에서 단 한

번 사용에 그친 비유들은 153종으로 체 비유 종류의 80.1%에 해당되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에서도 85.7%의 비유가 단 1회만 사용

되었는데, 한 비유를 개발하기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미 교육과정별로 여러 교과서에서 개발되어 있는 비유들을 극 으로 공유하

고 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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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비유의 유형별 분석

비유의 유형별 분류 기 <표 Ⅲ-2>와 <표 Ⅳ-2>에 따라 2009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사용된 비유

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제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에서의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도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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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의 유형

7차
2007
개정

2009개정

과학 화학 과학 과학
고등학교

계
화학 I 화학 Ⅱ 계

공유속성

구조

기능

구조 /기능

31

43

26

33

53

14

36

37

27

30

39

31

47

38

15

4

74

21

32

50

17

31

45

24

표 방식 그림

/그림

34

7

58

31

9

60

7

8

85

10

4

86

8

4

88

9

4

87

8

4

88

9

4

87

추상도

구체 ⇒구체

추상 ⇒추상

추상 ⇒구체

5

10

85

5

24

70

5

11

84

12

0

88

1

11

88

0

4

96

1

9

91

6

4

89

응정도

단순

부연

확장

32

44

24

47

41

13

21

54

25

19

64

17

23

63

14

15

74

11

20

67

13

20

66

15

작 성
일상

작

36

64

57

43

65

35

49

51

53

47

72

28

60

40

54

46

‘비유’

언

언 함

언 안함

13

87

16

84

22

78

15

85

12

88

17

83

14

86

14

86

체계성
고체계

체계

30

70

32

68

35

65

43

57

39

61

57

43

45

55

44

56

제한

언

언 함

언 안함

3

97

0

100

6

94

3

97

2

98

0

100

1

99

2

98

학생

참여도

학생 심 47 40 49 39 28 14 23 32

물리 비유

역할놀이

비유 만들기

단순 활동

-

-

-

-

-

-

-

-

-

-

-

-

29

0

0

10

16

2

2

8

4

0

4

6

12

1

2

8

21

1

1

9

교사 심 53 60 51 61 72 85 77 67

<표 Ⅳ-7>비유의 유형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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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 속성

비유의 유형을 공유되는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학교 교과서에서는 구

조 비유가 30%,기능 비유가 39%,구조-기능 비유가 31%로 체로 비슷한 비

율로 사용되었다.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기능 비유가 50%로 가장 많이 쓰이

고,구조-기능 비유가 17%로 가장 게 사용되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화

학 I에서는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한 구조 비유가 47%로 상 으

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 지만,화학 II에서 화학 평형이나 반응 속도, 매 등

을 설명하며 기능이나 역할을 응시키는 기능 비유가 74%에 해당할 만큼 많

이 사용되면서, 체 으로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서는 기능 비유의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구조와 기능 두 측면에서 모두 응시키는 구조-기능

비유는 ․고등학교 체 사용량의 24%에 해당되었데,목표물의 여러 속성을

공유하는 다 비유의 사용이 개념 이해에 효과 이라는 선행 연구(권 순 등,

2001)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목표 개념에 합한 구조-기능 비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표 방식

표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에서는 언어와 그림을 모두 사용하여 표 한

비유가 학교 교과서 86%,고등학교 교과서 8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언어-그림 비유의 사용은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 는데(7

차: 학교 58%,고등학교 60%;2007개정: 학교 85%),이때부터 교과서의

외형 체제가 자율화되어 교과서 분량이나 표 등에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상 으로 하나의 비유물에 해 그림과 언어를 같이 이용한 비유 사용이 증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목표 개념에 해 언어와 그림 형태의 비유물을 동

시에 응시킬 때,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언

어 ․시각 으로 이 부호화 되면서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Noh& Scharmann,1997)에서 언어-그림 비유 사용의 증가는 매우 정

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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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상도

추상성에 해서는 추상 개념을 구체 비유물에 응시킨 추상 /구체

비유가 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각각 88%,91%로 가장 많았으며,

추상 개념을 추상 비유물에 응시킨 추상 /추상 비유 사용은 ․고

등학교 교과서 모두 지난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감소하 다( 학교:7차 10%,

2007개정 11%,2009개정 0%;고등학교:7차 24%,2009개정 9%).따라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유 사용이 과학 개념의 추상 인 속성을 가시화

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해 구체 실제물을 응시키는 비유 본연의 의

도에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특히,인지 수 이 형식 조

작기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을 한 교과서에서는 추상 /추상

비유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고,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9%의 추

상 /추상 비유도 태양계로 원자 모형을 설명하거나 8음계로 원소의 주기성

을 설명하는 등 학생들에게 기존 선수 학습을 통해 익숙한 추상 속성들을

용시킨 것들은 바람직한 비유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응 정도

응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공유 속성

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연 비유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이 교육과정에

서 비해서도 학교 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에 이르기까지 꾸 히 부연 비유의 사용이 증가하 고(7차:44%,2007개정:

54%,2009개정:64%),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7차 교육과정의 41%에 비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7%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 다.학생들의 인지

과정 속에서 비유물의 친숙한 속성으로부터 과학 개념으로 이가 잘 일어나

기 해서는 목표 개념과 비유물 간의 공유 속성에 한 응이 명확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노태희 등,1999).따라서 비유물을 단순하게 제시만 하는 단순

비유보다는 비유물과 목표 개념간의 공유 속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연

비유의 사용을 더 확 하고,목표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비유물을 응시키며 련 도식을 유의미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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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비유의 사용(권 순 등,2001)도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5)작 성

작 성에 해서는 일상 인 상황이나 사물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 로 비

유의 소재로 사용한 일상 비유가 학교 교과서에서는 49% 사용되었고 고

등학교 교과서에서는 60%가 사용되었다. 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7교육과

정에서 일상 비유가 65% 사용된 결과에 비해,일상 인 비유 사용이 감소

하고 작 비유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 개념 이해를 돕기

해 사용한 비유물이 학생들에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유물

자체를 이해하기 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도리어 학생들에게 인지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목표 개념으로의 이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노태희

등,1998;Zook& DiVesta,1991).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미 친숙해져 있는 일

상 비유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과학 개념

의 특성상 작 인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비유물을 제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6)비유 언

비유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학교

교과서 15%,고등학교 교과서 14%만이 비유에 한 언 을 하고 있고,나머

지는 비유라는 언 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유임을 명시

한 비율이 학교 교과서에서 22%이었던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보다도

더 감소한 것으로,비유에 한 부주의한 사용이라 할 수 있다.학생들이 종종

비유물과 목표 개념을 혼동하여 목표 개념을 비유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거나

비유물을 목표 개념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Orgill &

Bodner,2006),이런 부정 인 효과들을 막기 하여 교과서에 비유라는 표

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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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체계성

체계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목표 개념의 구조나 인과 계를 많이 포함하

는 체계성이 높은 비유의 사용이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지난 교육과정에

비해 조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7차 30%,2007개정

35%,2009개정 43%;고등학교:7차 32%,2009개정 45%).특히,기능 비유

의 사용이 많았던 화학 II의 경우에는 체계성 높은 비유가 57%로 반 이상

사용된 정 인 변화도 있었지만,아직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비유물의 56%는 목표 개념의 속성이나 인과 계를 체계 으로 포함하고 있

지 않은 체계성이 낮은 비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비유를 통해 목표 개념을

학생들의 인지 구조 내에 효과 으로 정착시키기 해서는 목표 개념의 인과

계나 구조를 체계 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유물의 사용이 요할 것이다(노

태희 등,1998;Holyoak& Koh,1987).따라서 목표 개념의 핵심 인 구조나

인과 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체계성이 높은 비유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려

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8)제한 언

비유의 제한 에 한 언 역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비유 상황에서 제한 을 언 하지 않았으며,단지 학교 교과서 3%,고등학

교 교과서 1%의 비유만이 목표 개념과 다른 비유의 제한 을 명시하고 있어

7차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의 문제 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물의 부주의한 사용이 학생들의 오개념 생성에 주요한 원인이 되어 올바

른 과학 개념 이해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에 비추어 볼 때

(Thiele& Treagust,1991;Curtis& Reigeluth,1984),비유물이 목표 개념과

공유하지 못한 속성들에 해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언 해 주거나 교사용 지

도서나 교사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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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참여도

참여성을 기 으로 비유를 분류한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교사 심

비유가 많고,학생 심 비유가 게 사용되었다.이 교육과정 결과에 비해서

도 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학생 심 비유 사용이 감소하 다( 학교:

7차 47%,2007개정 49%,2009개정 39%;고등학교:7차 40%,2009개정 23%).

특히,고등학교 화학 II의 경우 교사 심 비유가 85%나 사용되어,학년이 올라

갈수록 교사 설명 심의 비유 사용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 심

비유에서는 탐구 활동으로 모형을 제작하는 등의 물리 조작 비유가 체 비유

의 21%이었으며,역할 놀이 비유나 비유 만들기는 각각 1%에 불과하 다.교사

의 설명이 심이 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수동 으로 듣는 경우가 많

아 학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반면,학생 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체험 활동을 하며 능동 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

고,이를 통해 인지 과정이 활성화되어 개념 이해가 진될 수 있다.특히,분자

운동과 같이 미시 인 에서 이해해야 하는 과학 개념에 해서는 학생들이

비유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어 과학 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

변화 과정 등을 체험함으로써 개념 이해가 향상된다고 보고되어 있다(김동렬,

2008;Ragsdale& Pedretti,2004).따라서 교사들이 이런 비유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도록 과학 교과서나 지도서에 역할 놀이 비유나 비유 만들기 등의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학생 심 비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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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화학

역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상으로 비유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그

유형을 분석하 다.

연구 Ⅰ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7권의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

학 역에서 사용된 비유는 총 235개,교과서 1권 당 평균 8.7개,10쪽 당 1개

정도로 이 교육과정에 비해 비유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 다.이러한 결과는

과학 학습에서 비유 사용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비유가 단 1회만 사용되고 있어 과학 학습에서 효과

인 비유가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유의 유형별 분류에서는,그림과 언어로 함께 표 된 비유,일상 상황

을 이용한 비유,부연 비유의 사용이 정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계성이 높은 비유,비유의 언 ,비유의 제한 에 한 언 비율은 2007개

정 교과서에서 여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연구 Ⅱ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역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를 분석하고,연구 Ⅰ의 결과와 비

교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비유의 사용에 하여 논의하 다.2009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화학 교과서에서는 총 284개의 비유( 학교:143개,고등

학교:141개)가 사용되어 교과서 한 권당 8.11개,10쪽 당 0.68개의 비유가 사

용되었다.비유 사용에 한 인식이 증 하면서 5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비유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이번 2009개

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도리어 비유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상

으로 비유가 많이 쓰인 단원들은 입자 에서 화학 개념에 한 설명이

필요한 단원들이었으나,분자 운동을 다루는 과학 1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

정에 비해 비유 사용이 크게 감소하 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화학 II에

서 비유가 가장 게 사용되는 등 반 으로 교과서에 비유를 도입하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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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단된다. 한,사용된 191종의 비유

80.1%에 해당되는 153종의 비유는 단 1회만 사용되었는데,이는 이 교육과

정에서부터 반복 으로 나타나는 문제 이다.

합한 비유의 거라고 보고되어 있는 다양한 기 들에 따라 비유를 분석

한 결과에서는 그림과 언어를 같이 이용한 비유 추상 개념을 구체 비

유물에 응시키는 비유가 주로 사용되었고,지난 교육과정에 비해 공유 속성

을 부연 설명하는 비유 사용이 증가하는 등 정 측면들이 있었다.그러나

비유임을 명시하거나 비유물의 비공유 속성 등에 한 제한 을 언 한 경우

들이 거의 없었고,교사의 설명 심으로 제시되는 비유물과 작 비유 사

용이 이 교육과정에 비해 더 증가한 것은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었다. 한,비유물이 목표 개념

의 구조와 기능 속성을 체계 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과,구조와 기능의

다양한 속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들이 많

았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모두 학년이

나 단원에 따라 비유 사용 빈도의 편차가 크고,동일한 단원에 해서도 출

사에 따라 비유 사용 빈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 도 있었다.이는 교

과서의 자에 따라 비유에 한 지식이나 선호가 상이한 에 기인했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다음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편 시에는 자들마다

교수 학습 략으로서 비유의 장 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극 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편,교과서에 활용 가능한 비유의 체계 인

정리가 미비한 도 교과서에 따라 사용되는 비유가 다양한 것에 향을 미쳤

을 수 있다.특정 과학 개념에 합한 비유물을 제작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이 교육과정부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비유물들에

해 폭넓게 이를 공유하고 인식의 공감 를 형성하면 비유 사용이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련 기 에서는 이미 개발된 다양한 비유

물에 해 화학 역별 비유 은행을 만들고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를 극 활

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 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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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과학 개념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비유의 장 을 잘

살리기 해서는,비유 사용의 양 증가 외에도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과학

내용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이에 비유 사용

으로 인한 부작용을 이고 교수 효과는 극 화될 수 있도록 한 비유물을

선정하고 실제 수업 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돕는 구체 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의 효과 인 개념 구성과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기 해서 앞으로 개발될 과학 교과서에서는 체계성이 높은 비유물의

사용을 늘리고,비유라는 을 명확히 나타내며,비유물의 제한 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구조와 기능 인 면을 모두 공유하는 고차원 인 비유,확

장 비유,그리고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학생 심 비유의

개발과 사용에도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과학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기 에서도 비유 사용 실태에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유의 사

용에 련된 검정 기 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교육 장의 교사들이 비유의 장 과 한계 을 분명하게 인식하 을

때,교과서에 제시된 비유를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유에 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앞으로도 효과 인 비유 사용에 한 후속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

어져서 이런 연구 성과들이 교과서 개편 작업이나 교사 연수에 잘 반 되어,

궁극 으로는 장 과학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비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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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AnalogiesinChemistryContentof

MiddleSchoolScienceTextbooksandHighSchool

ChemistryTextbooksDevelopedUnderthe2007and

2009RevisedNationalCurricula

Ahn,Inyoung

DepartmentofScienceEducation,MajorinChemist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hisstudy,weanalyzedtheanalogiesinthechemistrydomainof27

middleschoolsciencetextbooksdevelopedunderthe2007RevisedNational

Curriculum and 27middleschoolsciencetextbooksand 8high school

chemistrytextbooksdevelopedunderthe2009RevisedNationalCurriculum.

Inthe2007RevisedNationalCurriculum,atotalof235analogieswere

foundin27middleschoolsciencetextbooksanalyzed,whichmeantthat

oneanalogy per10pageswasused on average.In the2009Revised

NationalCurriculum,atotalof284analogies(science,143;chemistry,141)

were identified from the textbooks,which meantthat8.11 analogies

(science,5.3;chemistry,17.6)pertextbookand0.68analogy(science,0.66;

chemistry,0.70)per10 pages were used on average.Compared with

previouscurriculathatthenumberofanalogiesgradually increased,the

useofanalogywasfoundtobesomewhatdecreasedinthe2009Revised

NationalCurriculum.Thenumberofanalogies found in each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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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yvarieddependingononcourse,unit,andpublishingcompany.

Further analyses ofthe types ofanalogies indicated thatfunctional

analogies,verbalandpictorialanalogy,analogywithabstracttargetand

concreteanalog,andenrichedanalogywerefrequentlyused.However,on

presentingtheanalogiesinthetextbooks,theterm analogyanddescription

about the limitations of the analogies were rarely mentioned.

Teacher-centeredanalogy,andanalogywithlow systematicitywerealso

foundtobefrequentlyused.Educationalimplicationsofthesefindingsare

discussed.

Keywords:Analogy,ScienceTextbook,ChemistryTextbook,2007Revised

NationalCurriculum,2009RevisedNationalCurriculum

StudentNumber:2013-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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