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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기존의 관찰 탐구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관찰 탐구 수업 모

형’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찰 탐구 

활동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과학 교과서 9종과 8학년 과

학 교과서 9종, 그리고 9학년 과학 교과서 8종의 생명영역에서 관찰 탐

구 활동이 얼마나 제시되어 있으며,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관찰 탐구 활동은 전체 탐구 활동의 18.1%를 차지하였으며, 7학년

에서는 34.1%, 8학년에서는 14.3%, 9학년에서는 12.9%로 과학과 교

육과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학년에 걸쳐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은 주요 관찰 탐구 요소

에 대한 안내가 생략된 채 관찰 대상, 오감 사용, 관찰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 관찰 결과의 기록이 지시적으로 안내되고 

있었고, 탐구 문제와 탐구 절차가 모두 주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문제

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구조화된 탐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98.2%). 이는 기존의 관찰 탐구가 학생들의 관찰 기능 학습과 주체적

인 탐구 능력 배양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

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관찰 탐

구 수업 모형은 탐구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3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고, 문제 인식, 계획 수립, 탐구 활동, 자료 

해석, 결론 도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문제 인식 과정에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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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를 위한 질문과 토의를 통해 탐구 문제의 진술이 행해지며, 계획 수

립 과정에서는 관찰 탐구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탐구 과정을 설계하

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관찰 대상 선정과 오감 사용 및 관찰 도구의 

사용 여부, 관찰 방법과 관찰 내용, 관찰 시기와 횟수, 관찰 내용의 기록

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다음으로 탐구 활동 과정에서는 관찰 계

획에 의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찰 활동이 이루어지며, 자료 해석 과정

에서는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관찰 결과를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 과정에서는 탐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

론을 도출하고 발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

수 전략과 안내 수업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찰 탐구 과정의 안내

를 지도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의 학습지도안, 식물 잎의 기공 관찰 지도

를 위한 학습지도안, 학생 모둠별 활동지 및 개인별 활동지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중학교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알고 따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서 탐구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이는 탐구 문제와 절차를 지시적으로 제시하던 기존의 관찰 

탐구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탐구 사고력 배양과 문제 해

결의 측면에서 과학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 관찰 탐구, 탐구 수업 모형 

학  번 : 2012-23506



- iii -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ⅲ

표 목 차 ···················································································ⅵ

그림목차 ···················································································ⅶ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과학 창의성과 과학 탐구 ·······························································6

1) 과학 창의성 ···················································································6

2)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 탐구 ·······················································7

2. 생물 교육에서의 과학 탐구 ···························································9

3. 생물 교육에서의 관찰 탐구 ························································11

1) 관찰 탐구의 절차 ······································································11

2) 관찰 탐구의 요소 ····································································13



- iv -

III. 연구 방법 ········································································14

1.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14

1) 분석 대상 ····················································································14

2) 분석 내용과 방법 ······································································17

2. 관찰 탐구 활동 개선을 위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22

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23

2)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23

3)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23

4) 관찰 탐구 활동의 시험 적용 ··················································24

5) 시험 적용 결과 분석 및 논의 ················································24

IV. 연구 결과 및 논의 ························································25

1.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25

1) 관찰 탐구 활동의 빈도 분석 ··················································25

2)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29

3) 교과서 관찰 탐구 활동 내용 분석 요약 ······························49

2. 관찰 탐구 활동 개선을 위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51

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51

2)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60

3)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67

4)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결과 요약 ··································72



- v -

V. 결론 및 제언 ····································································73

VI. 후속 연구 과제 ······························································76

참고 문헌 ················································································77

부록 ··························································································82

부록 A. 관찰 탐구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82

부록 B. 관찰 탐구 안내 수업 학생 활동지 ·····································87

부록 C. ‘식물 잎의 기공 관찰’탐구 수업의 구성 ·······················89

부록 D. ‘식물 잎의 기공 관찰’탐구 학습 지도안 ·······················90

부록 E. 관찰 탐구 학생 활동지(모둠별 활동지) ···························93

부록 F. 관찰 탐구 학생 활동지(개인별 활동지) ····························95

부록 G. ‘식물 잎의 기공 관찰’학생 활동 예시 ···························97

부록 H. 관찰 탐구 활동 적용 설문지 ···············································98

부록 I.  관찰 탐구 적용 설문 결과표 ············································100

Abstract ··············································································101



- vi -

표 목차

<표 1> 탐구 수준에 따른 과학 탐구 수업 유형(Herron, 1971) ···········8

<표 2>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7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15

<표 3>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8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15

<표 4>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9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15

<표 5> 관찰 탐구 안내 내용을 분석한 관찰 탐구 활동 주제 ···············17

<표 6>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 분석 기준 ·······································19

<표 7> 관찰 탐구 활동의 분석틀 ·································································20

<표 8>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빈도 분석 ···········25

<표 9> 7학년 교과서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26

<표 10> 8학년 교과서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27

<표 11> 9학년 교과서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28

<표 12>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대상 안내 ···············································31

<표 13> 관찰 탐구 주제별 오감 사용 안내 ···············································33

<표 14> 관찰 탐구 주제별 도구 사용 안내 ···············································46

<표 15>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방법 안내 ···············································48

<표 16>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내용 안내 ···············································40

<표 17>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 안내 ·······················42

<표 18>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내용 기록 안내 ·····································45

<표 19> 관찰 탐구 주제별 탐구 수업 유형 안내 ·····································48

<표 20> 탐구 과정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60

<표 21> 탐구 과정별 질문 목록 ·································································64

<표 22> 탐구 문제‘접시꽃과 부용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의 구성 ···········································································67



- vii -

그림 목차

<그림 1> 기술적 탐구 방법 모형(조희형 등, 1995) ······························12

<그림 2>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절차 ···············································22

<그림 3> 관찰 탐구 수업 모형 ·····································································52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

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창의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과학

적 소양 함양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함양을 그 목표로 두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영역

에 적합한 과학 창의성을 정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

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해 교사들은 여전히 과학 창의

성의 지도와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영수(조혜원·김영

수, 2012, 재인용)는 생물 교육의 면에서 생물학적 창의성을‘생물 

지식을 기초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생물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

나 생물학적 문제해결방안을 구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류시경, 박종석, 2007; 박인숙, 강순희, 2012; 신지

은, 한기순, 정현철, 박병건, 최승언, 2002; 오준영, 김상수, 강용희, 

2008; 최경희, 조덕주, 조연순, 1998; Adolf, 1982;, Barrow;  

Meador, 2003) 문제 해결 측면에서의 창의성을 연구하여 과학 탐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2 -

한편,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탐구 활동들이 기초 탐구 과정에 치우쳐 있고(김

희령, 여성희, 2004; 유모경, 조희형; 2003), 탐구 형태는 기구 조작

과 관찰 활동을 강조한 형태로 나타났다(이상훈, 오덕철, 1998; 이욱

형, 배광성; 2010). 특히 생명 영역의 탐구는 생물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절

차만을 거치는 탐구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조희형 등, 

1995). 이처럼 관찰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생물학 탐구 분야에서는 

생물학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탐구 절차를 모형화 하고, 학생

들이 관찰을 통해 스스로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과학 탐구 형

태는 관찰 탐구이다. 

그러나 최근 보고된 과학 탐구 관련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개

가 가설 검증형 실험 탐구와 자유 탐구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이며, 

관찰 탐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관찰 기능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고(권용주, 정진수, 강민정, 박윤복, 

2005; 신동훈, 신정주, 권용주, 2006)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요소를 분석하였지만(이봉우, 박보화, 김희경, 2007),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관찰 탐구의 실제적인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관찰 탐구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찰 탐구 지도를 위한‘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중등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탐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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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 및 과학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는 관찰 탐구 수업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찰 탐구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

련하고, 학생들의 과학 창의성 함양을 위한 탐구 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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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1) 관찰 탐구 활동 빈도 분석

(2) 관찰 탐구 안내 내용 분석 

2) 관찰 탐구 활동 개선을 위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2)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3)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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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관찰 탐구

관찰 탐구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실험 

조건을 만들지 않고, 관찰을 하는 활동이 주가 되어 탐구 문제에 대

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학 탐구이다. 

2) 실험 

실험은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실험 조건

을 만들어 탐구 문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 탐구로,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실험은 가설 검증형 실험 활동을 의미한다.  

3) 지시적 안내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탐구 요소와 절차를 일방적으로 제시

하여 학생이 수동적으로 탐구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탐구적 안내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탐구 요소와 절차를 학생 스스로 선

택 하거나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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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과학 창의성과 과학 탐구

1) 과학 창의성

창의성은 영역 특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수학, 음

악, 미술, 체육 등 각 학문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 따

라서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영역에 적합한 과학 창의성이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연순 등(2000)은 과학 창의성이

란 과학의 기본 지식과 탐구 과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탐구 문제에 

대한 적절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김

영수(조혜원, 김영수, 2012, 재인용)는 생물학의 본성을 고려하여 과

학 창의성의 일종인 생물학적 창의성을 정의하였다. 김영수에 의하면 

생물학적 창의성이란‘생물 지식을 기초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생물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나 생물학적 문제 해결방안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 창의성은 과학적 

문제 해결 방안을 구성하는 능력, 즉 과학 탐구 능력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선행연구(강순희, 2008; 류시경, 박종석, 2007; 

신지은 등, 2002; 오준영 등, 2008; Adolf, 1982; Meador, 2003)

에서도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과학 창의성을 강조해왔다. 과학 교육

에서 과학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과학 탐구 과정을 

의미하며, 과학 탐구 교육을 통해 과학 창의성의 함양이 가능하다

(Barro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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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 탐구  

학생들의 과학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 

과학 탐구 과정을 경험하고, 탐구 사고력을 길러주는 과학 탐구 수업

이 필요하다. 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의 지도 시 탐구 단계에 따른 적

절한 탐구 수업 유형을 활용해야 한다.

Schwab(1962)는 탐구 활동의 개방 정도에 따라 탐구 수업 유형

을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제 1수준은 탐구 문제

와 탐구 방법을 안내해주고 탐구 결론은 학생들이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탐구이다. 제 2수준은 탐구 문제는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주시만 탐구 문제의 해결 방법과 결론 도출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개방된 탐구이다. 가장 높은 수준인 제 3수준은 학생이 탐구 

문제 설정과 문제 해결 방법, 결론 도출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방된 

탐구이다. 

Herron(1971)은 Schwab(1962)이 분류한 탐구 수준에 0수준을 

추가하여 탐구 수준 분류틀을 제시하였다. 제 0수준은 교사가 탐구 

문제의 도출과 문제 해결 방법, 결론 도출을 모두 제시해주는 탐구로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개방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이다. 이러한 0

수준의 탐구에는 학생이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단순히 관찰하게 하거

나, 특별한 실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Herron이 제시한 과학적 탐구 수업 유형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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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수준 탐구 문제 도출 문제 해결 방법 탐구 결론 도출

0
(확인 탐구) 제시 제시 제시

1
(구조화된 탐구) 제시 제시 개방

2
(안내된 탐구) 제시 개방 개방

3
(개방적 탐구) 개방 개방 개방

<표 1> 탐구 수준에 따른 과학 탐구 수업 유형(Herron, 1971)

Herron(1971)이 제시한 탐구 수준에 따른 탐구 유형에서 0수준은 

탐구 문제, 탐구 방법, 탐구 결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로 

‘확인 탐구’라고 하며, 1수준은 탐구 문제와 탐구 방법은 제시되지

만 탐구 결론은 개방되어 있는 경우로 ‘구조화된(structured) 탐

구’라고 한다. 2수준은 탐구 문제는 제시되지만 탐구 방법과 탐구 

결론은 개방되어 있는 경우로 ‘안내된(guided) 탐구’라고 하며, 3

수준은 학생 스스로 탐구 문제와 탐구 방법, 탐구 결론을 모두 도출

해내는 경우로 ‘개방적(opened) 탐구’ 라고 한다.  

Colburn(2000)은 Herron(1971)이 제시한 세 가지 탐구 수업 유

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구조화된(structured) 탐구 : 학생에게 탐구 문제와 방법 및 절차

가 주어지고, 기대되는 결과만 주어지지 않는다. 요리책 활동과는 

달리, 학생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관계를 찾는다. 구조화

된 탐구는 확실한 답이 있거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확인 탐구와 달리 학생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안내된(guided) 탐구 : 탐구 문제와 재료 및 도구는 주어지지만, 

탐구 과정과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은 학생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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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opened) 탐구 : 과학자의 과학적 연구 활동과 비슷하게 

질문과 탐구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모두 학생이 해결하게 된

다. 개방적 탐구의 예로 과학전 출품작이나 과제법(project)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과학 탐구 수업은 0수준에서 3수준으로 갈수

록 탐구의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구 사고력을 더

욱 많이 요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탐

구는 수준0과 수준1의 탐구가 대부분이다. 탐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의 탐구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탐구 과정을 일방적으

로 제시하기보다는 탐구 과정의 개방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교사의 관여가 줄어든 

탐구 학습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2. 생물 교육에서의 과학 탐구

선행연구에 따르면(조희형 등, 1995) 생물학의 탐구 방법은 본질

적으로 일반적인 과학 탐구 방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생명 현상을 연

구하는 생물학의 특성 상 탐구 방법의 적용에서 다른 과목과 차이가 

있다.

첫째, 생물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인들이 동

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물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

는 분야에서는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보다는 상관관계가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 

둘째, 생물학은 생물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 중에



- 10 -

서 “세포의 관찰”, “혈액의 관찰”, “모세 혈관의 관찰”, “세포 

분열의 관찰”, “PTC 미맹 조사” 등은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를 필

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만을 거

친다.

이러한 차이는 생물 교과의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학 탐구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물 탐구 수업을 지도할 

때에는 생물학 탐구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학 탐구 방법을 사용

해야 한다. 생물 탐구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탐구 활동의 주가 되는 내용에 따라 탐구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탐구 내용이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과 결과 기록이 중심이 되

는 경우에는 관찰 탐구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합하며, 탐구 내용

이 실험을 통한 가설 검증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설 검증형 탐구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과학 탐구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학 탐구 수업의 유형

을 판단해야 한다. 2.1에서는 과학 탐구 수업의 유형을 ‘확인 탐

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적 탐구’로 구분

하였다. 학습 목표에 탐구 방법의 설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

방적 탐구가 적합하며, 학습 목표가 실험 기능의 숙달에 있거나 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구조화된 탐구와 확인 

탐구가 적합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생물 탐구는 개

방적 탐구와 구조화된 탐구의 중간적 성격을 띤 안내된 탐구이다. 따

라서 탐구 활동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되, 교사가 최소한의 조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 토론, 활동 방향을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지도하

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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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생물 교육에서의 탐구 활동은 변인 통제가 어렵고, 관찰

과 기록이 중심이 되는 기술적 탐구 방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

방적이지 않은 탐구가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3. 생물 교육에서의 관찰 탐구

관찰과 기술(description)을 중요시하는 생물학 탐구 분야에서는 

기술적(descriptive) 탐구 방법의 절차를 모형화 하고, 학생들이 관

찰을 통해 스스로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탐구 형태가 관찰 탐

구이다. 여기에서는 관찰 탐구 방법의 절차와 관찰 탐구의 요소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관찰 탐구의 절차

 조희형 등(1995)은 기술적(descriptive) 탐구 방법의 절차를 다

음 <그림1>의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모형에서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으며, 관찰과 관찰 결과의 기록이 탐구 과정의 주된 요소로 부각되

고 있다는 점에서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과 크게 다르다. 그리고 바

로 이러한 점이 생물 탐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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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

관찰 주제의
설 정 

관찰의 수행

관찰 결과의 
기록과 정리

관찰 방법과 
절차의 고안 

 <그림 1> 기술적 탐구 방법 모형 (조희형 등, 1995)

환경·자율 탐구 학습 학생 백과(이재혁, 최석진, 안명수, 이종화, 

신동호, 1998)에서는 관찰 탐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행해

진다고 하였다.

(1) 관찰의 목적 밝히기

관찰을 해서 무엇을 알아내느냐를 확실히 한다. 이는 탐구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2) 관찰 계획 세우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하는가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무엇’에 해당

하는 관찰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찰할 대상을 정했으면, 다

음에는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정해야 한다. 관찰 방법에는 

관찰할 시기, 관찰 횟수, 관찰을 돕는 기구의 사용, 기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제로 관찰하기

실제로 관찰을 하여 탐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활동을 

한다. 관찰을 할 때에 유의할 것은 관찰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는 점이다. 특히 관찰의 대상이 생물과 같이 계속 변하는 것이라면 

관찰의 시기를 놓치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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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 결과 정리

관찰을 해서 얻은 결과가 모두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지

는 않는다. 그러므로 관찰 결과 중에서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

요한 것을 고른 다음 이를 분석하거나 해석하기 쉽게 정리한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2) 관찰 탐구의 요소 

관찰 탐구 요소는 크게 관찰 대상과 감각의 종류, 관찰 도구의 사

용, 조작의 유무, 정량화의 유무, 관찰 결과의 기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각의 종류는 다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분하

며, 조작의 유무는 단순 관찰과 조작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화 

유무는 정성 관찰과 정량 관찰로 구분하며, 관찰 결과의 기록은 언어

로 표현, 그림으로 표현, 글로 표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권용주(2005)는 관찰의 유형을 크게 관찰 방법과 대상에 따라 분

류한 다음 관찰의 방법을 감각의 종류, 조작 여부, 정량화 여부로 재

분류 하고, 관찰 대상을 대상의 전체성, 수, 시간 의존성의 기준에 따

라 재분류하여 과학 교사의 과학적 관찰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봉우 등(2007)은 관찰 탐구 요소 분석의 대범주로 도구와 감각

사용, 관찰 단계, 관찰 결과 표현, 조작 여부, 관찰 목적 유무, 관찰자 

등의 6개를 정하여 3-10학년의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관찰 탐구 요

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감 사용에서는 대부분 시각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찰의 단계에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관찰

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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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교과서에서 관찰 탐구 활동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관

찰 탐구 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서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빈도와 안내 내용을 

분석하였다.

1) 분석 대상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과학1 

교과서 9종(표2)과 중학교 과학2 교과서 9종(표3), 그리고 중학교 

과학3 교과서 8종(표4)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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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중학교 과학 1 ㈜ 교학사 박희송 외 12명 2013
중학교 과학 1 ㈜ 금성출판사 이문원 외 12명 2013
중학교 과학 1 두산동아 이진승 외 13명 2013
중학교 과학 1 ㈜ 미래엔 이규석 외 19명 2013
중학교 과학 1 비상교육 임태훈 외 10명 2013
중학교 과학 1 신사고 현종오 외 16명 2013
중학교 과학 1 ㈜ 지학사 이상인 외 14명 2013
중학교 과학 1 천재교과서 신영준 외 11명 2013
중학교 과학 1 천재교육 이면우 외 12명 2013

<표 2>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7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중학교 과학 2 ㈜ 교학사 박희송 외 12명 2014
중학교 과학 2 ㈜ 금성출판사 이문원 외 12명 2014
중학교 과학 2 두산동아 이진승 외 13명 2014
중학교 과학 2 ㈜ 미래엔 이규석 외 19명 2014
중학교 과학 2 비상교육 임태훈 외 10명 2014
중학교 과학 2 신사고 현종오 외 16명 2014
중학교 과학 2 ㈜ 지학사 이상인 외 14명 2014
중학교 과학 2 천재교과서 신영준 외 11명 2014
중학교 과학 2 천재교육 이면우 외 12명 2014

<표 3>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8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교과서명 출판사 저자 발행년도
중학교 과학 3 ㈜ 교학사 박희송 외 12명 2015
중학교 과학 3 ㈜ 금성출판사 이문원 외 12명 2015
중학교 과학 3 두산동아 이진승 외 13명 2015
중학교 과학 3 ㈜ 미래엔 이규석 외 19명 2015
중학교 과학 3 비상교육 임태훈 외 10명 2015
중학교 과학 3 신사고 현종오 외 16명 2015
중학교 과학 3 천재 교과서 신영준 외 11명 2015
중학교 과학 3 천재교육 이면우 외 12명 2015

 <표 4> 관찰 탐구 내용 분석에 사용한 9학년 과학 교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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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 활동 분석 대상 주제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생명영역은 1학년의 ‘광합성’ 단원, 2학년

의 ‘소화·순환·호흡·배설’과 ‘자극과 반응’ 단원, 3학년의 

‘생식과 발생’과 ‘유전과 진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탐구 

활동 중 관찰 탐구 활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생명 영역의 

탐구는 생물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을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

만을 가지는 기술적 탐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탐구 활동이 많다(조희

형 등, 1995a, 1995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실험 조건을 만들지 않고, 관찰이라는 탐구 방법

을 통해 의문을 가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탐구 유형인 관

찰 탐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교과서별로 탐구 제목과 탐구 제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주제별로 탐구 주제를 분류한 결과, 

<표 5>와 같은 관찰 탐구 주제들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 17 -

학년 단원 주제

7 광합성

·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 잎의 표피 관찰
· 잎의 단면 관찰
· 줄기의 관다발 관찰
· 뿌리의 겉모습 관찰
· 입안 상피 세포 관찰
· 양파 표피 세포 관찰
· 검정말 세포 관찰

8

소화, 순환, 호흡, 배설

· 금붕어 지느러미 혈관 관찰
· 팔의 혈관 관찰
· 혈액의 혈구 관찰
· 작은 구멍 통과하기

자극과 반응

· 땀이 나는 모습 관찰
· 소 눈 해부하기
· 뇌 모형 관찰
· 무릎 반사 관찰
· 촉각 확인
· 미각 확인
· 청각 확인

9

생식과 발생
· 효모의 출아 관찰
· 체세포 분열 관찰 
· 생식세포 분열 관찰

유전과 진화
· 지문 관찰 
· PTC 미맹 유전 조사
· 곰팡이 관찰하기

<표 5> 관찰 탐구 안내 내용을 분석한 관찰 탐구 활동 주제

2) 분석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

명영역에서 관찰 탐구 활동이 얼마나 제시되어 있는지 관찰 탐구의 

빈도를 확인하고, 관찰 탐구가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관찰 탐구의 

안내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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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탐구 활동의 빈도 분석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유형을 관찰 탐구와 가설 검증형 

실험 탐구, 그 외의 기타 탐구로 구분하여 전체 탐구 활동에서 차지

하는 관찰 탐구 활동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기타 탐구는 관찰 탐

구와 가설 검증형 실험 탐구를 제외한 자료 해석, 토의, 조사, 글쓰

기, 견학 등의 탐구 유형을 포함한다. 또한 교과서에서‘탐구 활동’

이라 칭하지는 않지만‘해보기’나‘미니탐구,‘작은 실험실’,‘창의

적 사고’등과 같이 탐구 활동에 준하는 활동은 모두 탐구 활동으로 

보고 분석하였으며, 활동 자체의 질문이 미미하거나 단순 읽을거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1 교과서(9종), 중학교 과학2 교과서(9

종), 중학교 과학3 교과서(8종)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을 Herron(1971)의 탐구 수준에 따른 탐구 수업 형태와 허명

(1984)의 과학 탐구 평가표, 이봉우 등 (2007)의 관찰 탐구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추출하여 관찰 탐구 요소를 범주화 하고, 각 

탐구 요소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임의로 추출한 후, 1차 교과

서 분석을 통하여 관찰 탐구 활동에 해당되는 관찰 탐구 요소들을 선

정한 후 생물교육전공 교수 1인과 생물교육학 박사 과정생 1인, 생물

교육학 석사 과정생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분석틀을 완

성하였다.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에 대한 분석 기준과 분석틀은 

다음 <표 6>과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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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분석 내용 분석 범주

관찰 
대상

․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유

지시적
탐구적

무

오감 
사용

․ 어떤 감각기관을 사용할 것인가?

시각
지시적
탐구적

청각
지시적
탐구적

후각
지시적
탐구적

미각
지시적
탐구적

촉각
지시적
탐구적

도구 
사용

․ 관찰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유

지시적
탐구적

무

관찰 
방법

․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조작 관찰

지시적
탐구적

단순 관찰
지시적
탐구적

관찰 
내용

․ 어떤 내용을 관찰할 것인가?
정성 관찰

지시적
탐구적

정량 관찰
지시적
탐구적

관찰 
시기

․ 언제 관찰할 것인가?
유

지시적
탐구적

무

관찰 
횟수

․ 몇 번 관찰할 것인가?
유

지시적
탐구적

무

관찰 
내용 
기록

․ 관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

글, 언어
지시적
탐구적

그림, 사진 
지시적
탐구적

표, 그래프
지시적
탐구적

탐구 
수업 
유형

․ 탐구 문제, 탐구 방법, 탐구 결론을 
제시하는가? (탐구 절차의 개방도)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적 탐구

<표 6>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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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실험 주제

실
험 
활
동 
수

관찰
대상

오감 사용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
시간

관찰 
횟수

관찰 
내용
기록

탐구 
수업 
유형

무

유 시 청 촉 미 후

무

유
조작 
관찰

단순 
관찰

정성 
관찰

정량 
관찰

무

유

무

유
언어
글 

숫자

그림 
사진

표,
그래
프

구
조
화
된 
탐
구

안
내
된 
탐
구

개
방
적  
탐
구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7

8

9

합계

<표 7> 관찰 탐구 활동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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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탐구 활동의 분석틀은 관찰 대상의 유무, 오감 사용, 관찰 도

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의 유무, 관찰 횟수의 유무, 

관찰 내용의 기록, 탐구 수업 유형으로 대범주를 분류하였다.

환경·자율 탐구 학생백과(이재혁 등, 1998)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효과적인 관찰 탐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관찰 대

상을 확인하고 관찰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를 알며, 관찰 방법과 내

용, 시기, 횟수, 내용의 표현 등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탐구 절차의 

개방 정도에 따라 탐구 수업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Herron, 

1971; Schwab, 1962), 탐구 수업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해 주는지

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관찰 대상, 오감 사용, 

관찰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 관찰 횟수, 관찰 

내용의 기록이 제시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시되어 있다면 

각 요소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안내 유형을 지시적 안내와 탐구

적 안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7). 교과서에서 각 탐구 요소와 절

차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지시적 안내로 분류하고, 관찰 

탐구 요소와 절차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탐구적 안내로 분류하였다. 또한 탐구 수업의 유형

은 탐구 절차의 개방 정도에 따라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

적 탐구로 구분하였다. 탐구 수업에서 탐구 결론만 개방된 경우는 

‘구조화된 탐구’이며, 탐구 방법과 탐구 결론이 개방된 경우는 

‘안내된 탐구’, 탐구 문제와 탐구 방법, 탐구 결론이 모두 개방된 

경우는‘개방적 탐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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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탐구 활동 개선을 위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교과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기존의 관찰 탐구 활동들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관찰 탐구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 전략과 안내 수업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시험 적용


시험 적용 결과 분석 및 논의


관찰 탐구 수업 모형 최종 완성 

<그림 2>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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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기존의 탐구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Lawson, Abraham, 

Renner, 1989 ; 박종원, 2004)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찰 탐구 지도를 위한 관찰 탐구 수업 절차를 정

리하고, 기존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문제 도출 과정

과 문제 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마련하였다. 

3)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학생들에게 관찰 탐구 활동을 도입하기에 앞서 관찰 탐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설명식 수업을 개발하였다. 관찰 탐구 안내 수

업은 전체적인 탐구 과정과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며, 학습 

내용에는 문제 인식, 탐구 대상 선정, 오감 사용과 도구 사용,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 결정, 관찰 내용의 기록, 자료의 해석, 결론 도출의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에서는 각 탐구 단계에 대

한 이해와 적용이 쉬운‘부용꽃과 접시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

는 탐구 문제를 예시로 들어, 각 과정별 필수적인 활동을 안내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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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의 시험 적용  

개발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은 2014년 8월 5일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생물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9명(남:6명, 여:13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본 수업은 7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 중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식물 잎의 기공 관찰하기’

활동을 탐구 주제로 선정하였고,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은 관찰 탐구 

수업 모형과 안내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들(표 19)을 바탕으로 3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본 수업에 대한 자세한 구성과 학습지도안, 활

동지, 학생 활동 예시는 [부록 C]∼[부록 G]에 첨가하였다.

   

5) 시험 적용 결과 분석 및 논의

관찰 탐구 수업 모형 시험 적용 후 활동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탐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관찰 탐구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내용 영역(4문항), 과정 영역(5문항), 교수-

학습 활동 영역(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결과 분석 및 논의 과정을 

거쳐 관찰 탐구 교수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수업 모형을 

완성하였다. 설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와 설문 결과는 [부록 H], 

[부록 I]에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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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 분석

1) 관찰 탐구 활동의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

서에서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은 모두 114개로, 전체 탐구 활동(631

개)의 18.1%를 차지하였다(표 8). 7학년 교과서 9종에서는 46개의 

관찰 탐구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7학년 전체 탐구 활동 

135개 중 34.1%에 해당한다. 8학년 교과서 9종에서는 40개의 관찰 

탐구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8학년 전체 탐구 활동 279개 

중 14.3%에 해당한다. 9학년 교과서 8종에서는 28개의 관찰 탐구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9학년 전체 탐구 활동 217개 중 

12.9%에 해당한다. 

학년
관찰 탐구 
활동 수

가설 검증 형 
실험 활동 수

기타 탐구 
활동 수

계

7학년 46 ( 34.1) 46 ( 34.1) 43 ( 31.9) 135 (100.0)

8학년 40 ( 14.3) 69 ( 24.7) 170 ( 60.9) 279 (100.0)

9학년 28 ( 12.9) 10 (  4.6) 179 ( 82.5) 217 (100.0)

합계 114 ( 18.1) 125 ( 19.8) 392 ( 62.1) 631 (100.0)

<표 8>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활동 빈도 분석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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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7

학년의 광합성 단원에서는 단원의 특성 상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관

찰하고 기록하는 탐구 주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잎

의 표피 관찰 탐구(8건)와 잎의 단면 관찰 탐구(8건), 줄기의 관다발 

관찰 탐구(9건)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식물세포

와 동물세포의 관찰 탐구는 9종의 과학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C, E, F 출판사의 경

우 식물세포의 관찰 탐구 활동으로 검정말 세포의 관찰과 양파 표피

세포의 관찰 두 가지 탐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이 외 제시되고 

있는 관찰 탐구 주제는 교과서 별로 차이가 많았다(표 9). 

학년 단원명  관찰 탐구 주제 교과서 수 (%)

7
(교과서 

9종)
광합성

·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2 ( 22.2)

·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 22.2)

· 잎의 표피 관찰 8 ( 88.9)

· 잎의 단면 관찰 8 ( 88.9)

· 줄기의 관다발 관찰 9 (100.0)

· 뿌리의 겉모습 관찰 3 ( 33.3)

· 입안 상피 세포 관찰 5 ( 55.6)

· 양파 표피 세포 관찰 5 ( 55.6)

· 검정말 세포 관찰 4 ( 44.4)

<표 9> 7학년 과학 교과서(9종)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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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과학 교과서의 생명영역 단원은 소화·순환·호흡·배설 단

원과 자극과 반응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에서는 혈액의 혈구 관찰(9건) 탐구가 모든 종류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고,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 무릎 반사의 관찰(6건) 탐

구가 많은 종류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혈관 관찰 탐구는 

5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 A와 D 교과서에는 팔

의 혈관 관찰과 금붕어 지느러미의 혈관 관찰 두 가지 탐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소 눈 해부하기와 미각과 촉각을 확인하는 탐구 활

동은 비교적 많은 수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었고, 이외 기술되고 

있는 탐구 활동은 교과서별로 차이가 많았다(표 10). 

학년 단원명  관찰 탐구 주제 교과서 수 
(%)

8
(교과서 

9종)

소화, 순환,
호흡, 배설

· 금붕어 지느러미 혈관 관찰 3 ( 33.3)

· 팔의 혈관 관찰 4 ( 44.4)

· 혈액의 혈구 관찰 9 (100.0)

·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 22.2)

자극과 반응

·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 ( 11.1)

· 소 눈 해부하기 4 ( 44.4)

· 뇌 모형 관찰 1 ( 11.1)

· 무릎 반사 관찰 6 ( 66.7)

· 촉각 확인 5 ( 55.6)

· 미각 확인 4 ( 44.4)

· 청각 확인 1 ( 11.1)

<표 10> 8학년 과학 교과서(9종)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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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과학 교과서의 생명영역은 생식과 발생 단원과 유전과 진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는 효모의 출아 관찰

(8건), 체세포 분열 관찰(8건), 생식세포 분열 관찰(8건) 탐구가 모

든 종류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는 

지문 관찰(1건), PTC 미맹 조사(2건), 곰팡이 관찰(1건) 탐구를 제

외하고는 관찰 탐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유전과 진화 

단원의 내용 특성 상 관찰보다는 실험이나 자료 해석, 토의활동이 많

기 때문에 관찰 탐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표 11). 

학년 단원명  관찰 탐구 주제 교과서 수(%)

9
(교과서 

9종)

생식과 발생

· 생식세포 분열 관찰 8 (100.0)

· 체세포 분열 관찰 8 (100.0)

· 효모의 출아 관찰 8 (100.0)

유전과 진화

· 곰팡이 관찰 1 ( 12.5)

· PTC 미맹 조사 2 ( 25.0)

· 지문 관찰 1 ( 12.5)

<표 11> 9학년 과학 교과서(8종) 생명 영역의 관찰 탐구 주제별 빈도 

분석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여 각 단원마다 필수 탐

구를 두어 필수적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

원부, 2007). 생명 영역의 필수 탐구 중 관찰 탐구 주제는 관다발 관

찰하기, 잎의 구조 관찰하기, 혈액 관찰하기, 효모의 출아 관찰하기,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생식세포 분열 관찰하기이다. 따라서 필수 탐

구로 선정된 관찰 탐구 주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탐구 활동은 주제별로 교과서마다 차이가 많았다. 



- 29 -

2)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 분석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생명 영역에서 관찰 탐구 활동이 어떻게 안

내되고 있는지 관찰 탐구 주제별 안내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에서는 관찰 탐구 요소를 관찰 대상의 유무, 오감 사용, 관찰 도구 사

용의 유무,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의 유무, 관찰 횟수의 유

무, 관찰 결과의 기록, 탐구 수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탐구 주제별 안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표 

12~19).

 

(1) 관찰 대상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관찰 대상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과서의 모든 관찰 탐구 활동에서는 관찰 대상이 제시

되어 있었다. 관찰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잎 단면 관찰 탐구(1

건)와 잎 표피 관찰 탐구(1건)를 제외하고, 모든 탐구 주제가 관찰 

대상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지시적 안내’로 나타났다(98.2%). 이

는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 개방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박철규, 황

진석, 곽대오, 2009)와 일치되는 결과로, 교과서에서는 관찰 탐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찰 대상을 학생 스스로 설정하도록 안내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찰 대상은 대부분 한정적이었다. 

각 학년의 관찰 탐구를 주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7학년 동물세포의 

관찰 탐구(5건)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관찰 대상으로 입안의 상피세

포를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었고, 식물세포의 관찰 탐구(5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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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말 세포와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잎 단

면 관찰 탐구(8건)에서는 관찰 대상으로 동백나무 잎과 사철나무 잎

을 제시하였고, 잎 표피 관찰 탐구(8건)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닭의장

풀 잎을 제시하고 있었다. 줄기의 관다발 관찰 탐구(9건)에서는 대부

분의 교과서가 관찰 대상으로 백합을 제시하였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관찰 탐구(2건)에서는 관찰 대상으로 모두 검정말을 제시하였

다. 8학년의 혈관 관찰 탐구에서는 관찰 대상으로 팔의 혈관과 금붕

어 지느러미 혈관을 제시하였으며, 9학년의 체세포 분열 관찰 탐구에

서 모든 교과서가 양파 뿌리를 관찰 대상으로 제시하였고, 생식세포 

분열 관찰 탐구에서는 백합 꽃밥과 호밀 이삭을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표 12). 

이는 교과서의 탐구 활동이 학생 스스로 관찰 대상을 설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관찰 대상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에 관찰 대상이 제시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보다 쉽고 편하게 탐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교과서의 탐구 활동만으

로는 학생들 스스로 관찰 대상을 설정하는 경험을 가질 수 없다. 따

라서 교과서에서는 관찰 대상을 일방적으로 제시해주기 보다는 학생

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관찰 대상을 선정하여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구 활동 내에 관찰 대상 선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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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대상
탐구 활동 

수무
유

지시적 탐구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0 ( 0.0) 4 (100.0) 0 ( 0.0) 4 (10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0 ( 0.0) 5 (100.0) 0 ( 0.0) 5 (10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0 ( 0.0) 5 (100.0) 0 ( 0.0) 5 (10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0 ( 0.0) 3 (100.0) 0 ( 0.0) 3 (10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잎의 단면 관찰 0 ( 0.0) 7 ( 87.5) 1 (12.5) 8 (100.0)

잎의 표피 관찰 0 ( 0.0) 7 ( 87.5) 1 (12.5) 8 (10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0 ( 0.0) 2 (100.0) 0 ( 0.0) 2 (10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0 ( 0.0) 2 (100.0) 0 ( 0.0) 2 (100.0)

소계 0 ( 0.0) 44 ( 95.7) 2 ( 4.3) 46 (100.0)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0 ( 0.0) 2 (10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0 ( 0.0) 4 (100.0) 0 ( 0.0) 4 (100.0)

금붕어 지느러미 혈관 관찰 0 ( 0.0) 3 (10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0 ( 0.0) 4 (100.0) 0 ( 0.0) 4 (100.0)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 0 ( 0.0) 1 (100.0) 0 ( 0.0) 1 (100.0)

혀가 느끼는 맛 0 ( 0.0) 4 (100.0) 0 ( 0.0) 4 (100.0)

무릎 반사 관찰 0 ( 0.0) 6 (100.0) 0 ( 0.0) 6 (100.0)

촉각 확인 0 ( 0.0) 5 (100.0) 0 ( 0.0) 5 (100.0)

뇌 모형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소계 0 ( 0.0) 40 (100.0)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0 ( 0.0) 2 (10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소계 0 ( 0.0) 28 (100.0) 0 ( 0.0) 28 (100.0)

합계 0 ( 0.0) 112 (98.2) 2 ( 1.8) 114(100.0)

<표12>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대상 안내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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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감 사용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오감 사용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관찰 탐구 주제는 시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100%)의 관찰 탐구가 모두 시각을 

이용한 관찰 탐구였으며, 8학년에서는 40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30

건(75%), 9학년에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26건(92.9%)이 

시각을 이용한 관찰 탐구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중학교 과학 교과

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 114건 중 102건

(89.5%)이 시각을 이용한 관찰 탐구이며, 일부에서만 촉각, 후각, 청

각, 미각 등의 다른 감각을 사용하고 있었다. 오감 사용을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사용하게 될 감각 기관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찰 탐구 활동에서 특정 감각기관

을 지시적으로 안내(100%)하고 있었다(표 13).

관찰 탐구 활동에서 시각적인 관찰 탐구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각 학년의 단원이 과학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다양한 감각 기관을 사용하는 활동이 포함되기 어려

우며, 관찰 대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

찰 탐구에서 시각적인 관찰 탐구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각 

중단원의 내용 특성 상 당연한 결과이지만,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 

기관을 활용하는 관찰 탐구 활동이 거의 제시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이봉우 등, 2007; 강경희, 김정미, 2010).

따라서 각 학년에서는 시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

한 관찰 탐구 방법을 최소한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관찰 유형이 시각에만 머무

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감각 기관을 다양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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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학생들 스스로 감각 기관을 선택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
년 관찰 탐구 주제

오감 사용 탐
구  
활
동
수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4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5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5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9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

잎의 단면 관찰 8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00)

잎의 표피 관찰 8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
소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소계 46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6
(100)

<표 13> 관찰 탐구 주제별 오감 사용 안내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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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오감 사용
탐구 

활동 수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100.0)

혈액의 혈구 관찰 9(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100.0)

팔의 혈관 관찰 4(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100.0)

금붕어 혈관 관찰 3(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100.0)

소 눈 해부하기 4(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100.0)

청각 확인 0(  0.0) 0( 0.0) 0( 0.0) 0( 0.0) 1(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00.0)

미각 확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100.0) 0( 0.0) 4(100.0)

촉각 확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100.0) 0( 0.0) 0(  0.0) 0( 0.0) 5(100.0)

무릎 반사 관찰 6(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100.0)

뇌 모형 관찰 1(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00.0)

소계 30( 75.0) 0( 0.0) 0( 0.0) 0( 0.0) 1(  2.5) 0( 0.0) 5( 12.5) 0( 0.0) 4(100.0) 0( 0.0) 40(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8(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100.0)

체세포 분열 관찰 8(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8(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100.0)

지문 관찰 1(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100.0) 0( 0.0) 2(100.0)

곰팡이 관찰 1(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00.0)

소계 26( 92.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7.1) 0( 0.0) 28(100.0)

합계 102( 89.5) 0( 0.0) 0( 0.0) 0( 0.0) 1(  0.9) 0( 0.0) 5(  4.4) 0( 0.0) 6(  5.3) 0( 0.0) 114(100.0)

<표 13> 관찰 탐구 주제별 오감 사용 안내 (계속 됨)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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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 도구 사용

오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찰 활동에서 감각 기관의 한계를 넘는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탐구 수행 과정에서는 관찰 도구의 사용이 요

구된다. 교과서에서 관찰 도구의 사용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분

석한 결과,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의 관찰 탐구 중에서 43건

(93.5%)이 관찰 도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며, 8학년에서는 

전체 40건의 관찰 탐구 중에서 14건(35.0%), 9학년에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25건(93.8%)이 관찰 도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

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 114건 중 82건(71.9%)이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탐

구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는 많은 수의 관찰 탐구가 단순

하게 오감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의 한계를 연장하기 

위해서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구 사용을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관찰 탐구 주제

가 특정 관찰 도구를 지시적으로 안내(100%)하고 있었다. 시각적 관

찰에서는 대부분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도록 제시하였고, 청각

적 관찰에서는 헤드폰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다. 미각과 촉각의 한계

를 확장하기 위한 관찰 도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표 14).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탐구에 필요한 관찰 도구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전체적인 탐구를 계획하는 단계에

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탐구 절차가 자세하게 안내되기 이

전에 학생들 스스로 관찰에 사용될 감각 기관과 감각 기관의 한계를 

인식하고, 탐구에 필요한 관찰 도구를 선정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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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도구 사용
탐구 활동 

수무
유

지시적 탐구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0 (  0.0) 4 (100.0) 0 (  0.0) 4 (10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0 (  0.0) 5 (100.0) 0 (  0.0) 5 (10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0 (  0.0) 5 (100.0) 0 (  0.0) 5 (10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1 ( 33.4) 2 ( 66.7) 0 (  0.0) 3 (10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잎의 단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잎의 표피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0) 0 (  0.0) 0 (  0.0) 2 (10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0 (  0.0) 2 (100.0) 0 (  0.0) 2 (100.0)

소계 3 (  6.5) 43 ( 93.5) 0 (  0.0) 46 (100.0)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10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4 (100.0) 0 (  0.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0 (  0.0) 3 (10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4 (100.0) 0 (  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0 (  0.0) 1 (10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4 (100.0) 0 (  0.0) 0 (  0.0) 4 (100.0)

촉각 확인 5 (100.0) 0 (  0.0) 0 (  0.0) 5 (100.0)

무릎 반사 관찰 6 (10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소계 26 ( 65.0) 14 ( 35.0)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2 (100.0) 0 (  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소계 3 ( 10.7) 25 ( 89.3) 0 (  0.0) 28 (100.0)

합계 32 ( 28.1) 82 ( 71.9) 0 (  0.0) 114 (100.0)

<표 14>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도구 사용 안내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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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 방법 

관찰 방법은 관찰 대상의 조작여부에 따라 조작관찰과 단순관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의 관찰 탐

구 활동 중 41건(89.1%)이 관찰 대상에 변화를 주며 관찰하는 조작 

관찰이었으며, 5건(10.9%)은 관찰 대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관찰하는 단순 관찰에 해당하였다. 8학년에서

는 40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26(65.0%)건이 조작 관찰이었으며, 

14건(35.0%)이 단순 관찰에 해당하였다. 9학년에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24건(85.7%)이 조작 관찰이었으며, 4건(14.3%)이 단

순 관찰에 해당하였다. 조작 유형은 염색하기, 절개하기, 자르기, 잘

게 부수기, 헤어드라이어로 바람 쐬어주기 등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 114건 

중에서 91건(79.8%)이 조작 관찰이며, 23건(20.2%)은 단순 관찰에 

해당하였다(표 15). 교과서에서 단순 관찰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관찰 탐구의 내용 특성 상 관찰 대상에 

변화를 주거나 조작을 가해야하는 탐구 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뿌리의 겉모습 관찰 탐구(1건)을 제외

한 113건의 관찰 탐구 주제는 관찰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지

시적 안내(98.2%)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구체적인 탐구 방법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학생

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절차를 그대로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교사는 학생 스스로 사고하며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구 활

동 중에 탐구 방법 설계 절차를 첨가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탐구 

절차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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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방법
탐구 활동 

수
조작 관찰 단순 관찰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0 ( 0.0) 5 (10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0 ( 0.0) 5 (10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0 (  0.0) 0 ( 0.0) 2 ( 66.7) 1 (33.3) 3 (10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9 (100.0) 0 ( 0.0) 0 (  0.0) 0 ( 0.0) 9 (100.0)

잎의 단면 관찰 7 ( 87.5) 0 ( 0.0) 1 ( 12.5) 0 ( 0.0) 8 (100.0)

잎의 표피 관찰 7 ( 87.5) 0 ( 0.0) 1 ( 12.5) 0 ( 0.0) 8 (10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소계 41 ( 89.1) 0 ( 0.0) 4 (  8.7) 1 ( 2.2) 46 (100.0)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9 (100.0) 0 ( 0.0) 0 (  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0 (  0.0) 0 ( 0.0) 3 (10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0 (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0 (  0.0) 0 ( 0.0) 4 (100.0) 0 ( 0.0) 4 (100.0)

촉각 확인 0 (  0.0) 0 ( 0.0) 5 (100.0) 0 ( 0.0) 5 (100.0)

무릎 반사 관찰 6 (100.0) 0 ( 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0 (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소계 26 ( 65.0) 0 ( 0.0) 14 ( 35.0)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0 (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0 (  0.0) 0 ( 0.0) 2 (10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0 (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소계 24 ( 85.7) 0 ( 0.0) 4 ( 14.3) 0 ( 0.0) 28 (100.0)

합계 91 ( 79.8) 0 ( 0.0) 22 ( 19.3) 1 ( 0.9) 114 (100.0)

<표 15>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방법 안내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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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찰 내용 

관찰 내용은 어떤 내용을 관찰하는지에 따라 정성관찰과 정량관찰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에서 관찰 내용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청각 확인하기 탐구(1건)를 제외하고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주제(113건)는 관찰 대상의 성질

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정성 관찰에 해당하였다(표 16). 이는 생명현

상에 관한 초등학교 관찰 수업에서 정성적인 관찰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신동훈 등, 2006)와 유사하다. 교과서에 제

시된 관찰 탐구에서 정량 관찰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탐구

하고자 하는 관찰 탐구 주제가 사물이나 생물의 양적 측면을 관찰하

는 내용보다 관찰 대상의 성질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많기 때

문이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모든 관찰 탐구 활동이 일방적으로 관찰 내용을 

제시해주는 지시적 안내로 나타났다(100%).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관찰 내용을 설정하여 탐구를 수행하도록 안내

하는 탐구 주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탐구를 통해 무엇을 확인

해야 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들

은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내용을 기계적으로 따라갈 위험이 높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찰 경험을 갖고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성적인 관찰과 정량적인 관찰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관찰 

대상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관찰 내용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부족한 관찰 유형을 유의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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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내용
탐구 활동 

수
정성 관찰 정량 관찰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0 ( 0.0) 5 (10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0 ( 0.0) 5 (10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3 (100.0) 0 ( 0.0) 0 ( 0.0) 0 ( 0.0) 3 (10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9 (100.0) 0 ( 0.0) 0 ( 0.0) 0 ( 0.0) 9 (100.0)

잎의 단면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잎의 표피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소계 46 (100.0) 0 ( 0.0) 0 ( 0.0) 0 ( 0.0) 46 (100.0)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9 (100.0) 0 ( 0.0) 0 ( 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3 (100.0) 0 ( 0.0) 0 ( 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0 (  0.0) 0 ( 0.0) 1(10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4 (100.0) 0 ( 0.0) 0 ( 0.0) 0 ( 0.0) 4 (100.0)

촉각 확인 5 (100.0) 0 ( 0.0) 0 ( 0.0) 0 ( 0.0) 5 (100.0)

무릎 반사 관찰 6 (100.0) 0 ( 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소계 39 ( 97.5) 0 ( 0.0) 1 ( 2.5)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2 (100.0) 0 ( 0.0) 0 ( 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소계 28 (100.0) 0 ( 0.0) 0 ( 0.0) 0 ( 0.0) 28 (100.0)

합계 113 ( 99.1) 0 ( 0.0) 1 ( 0.9) 0 ( 0.0) 114 (100.0)

<표 16>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내용 안내

활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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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찰 시기(시간)와 관찰 횟수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관찰시기와 관찰횟수가 어떻게 안내

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21.7%)의 관찰 

탐구 활동 중 10건(21.7%)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시기가 안내되고 

있었고, 8학년에서는 40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10건(25.0%)의 탐

구 활동에서 관찰 시기가 안내되었으며, 9학년에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17건(60.7%)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시기가 안내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

찰 탐구 활동 114건 중에서 38건(33.3%)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시

기가 안내되었다. 관찰 시기를 안내해주는 탐구는 각 교과서마다 조

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줄기의 관다발 관찰 탐구(8건)와 혈액의 혈구 

관찰 탐구(9건), 체세포 분열 관찰 탐구(8건)는 비교적 많은 교과서

에서 관찰 시기를 안내하고 있었다. 관찰 시기가 안내되고 있는 탐구

들은 대부분 탐구 절차에서 관찰 시약을 사용하는 탐구로, 시약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을 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한편 교

과서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에서 관찰 횟수를 안내하고 있는 

탐구 주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관찰 횟수를 

설정하여 탐구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탐구 주제도 존재하지 않았

다(표 17).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영역에서 탐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의 시기와 횟수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식물을 관찰하고자 할 때에는 식물을 채집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탐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탐구 

대상을 구하지 못하면 탐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

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양이나 크기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 42 -

때로는 그 변화 자체를 관찰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한 번의 

관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관찰을 해야 한다. 따

라서 교사는 관찰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탐구를 수행하

기 위해서 탐구 활동 중에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를 계획하는 과정을 

포함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관찰 시기와 횟수를 계획하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시기(시간) 관찰  횟수
탐구 
활동 
수

무
유

무
유

지시
적

탐구
적

지시
적

탐구
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4

(100)

0

( 0.0)

0

( 0.0)

4

(100)

0

( 0.0)

0

( 0.0)

4

(1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5

(100)

0

( 0.0)

0

( 0.0)

5

(100)

0

( 0.0)

0

( 0.0)

5

(1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5

(100)

0

( 0.0)

0

( 0.0)

5

(100)

0

( 0.0)

0

( 0.0)

5

(1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1

(33.3)

2

(66.7)

0

( 0.0)

3

(100)

0

( 0.0)

0

( 0.0)

3

(1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1

(11.1)

8

(88.9)

0

( 0.0)

9

(100)

0

( 0.0)

0

( 0.0)

9

(100)

잎의 단면 관찰
8

(100)

0

( 0.0)

0

( 0.0)

8

(100)

0

( 0.0)

0

( 0.0)

8

(100)

잎의 표피 관찰
8

(100)

0

( 0.0)

0

( 0.0)

8

(100)

0

( 0.0)

0

( 0.0)

8

(1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

0

( 0.0)

0

( 0.0)

2

(100)

0

( 0.0)

0

( 0.0)

2

(1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2

(100)

0

( 0.0)

0

( 0.0)

2

(100)

0

( 0.0)

0

( 0.0)

2

(100)

소계
36

(78.3)

10

(21.7)

0

( 0.0)

46

(100)

0

( 0.0)

0

( 0.0)

46

(100)

<표 17>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 안내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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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시기 (시간) 관찰  횟수

탐구 활동 
수무

유
무

유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1 ( 50.0) 1 ( 50.0) 0 (  0.0) 2 (10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0 (  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4 (100.0) 0 (  0.0) 0 (  0.0) 4 (100.0) 0 (  0.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3 (100.0) 0 (  0.0) 0 (  0.0) 3 (100.0) 0 (  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4 (100.0) 0 (  0.0) 0 (  0.0) 4 (100.0) 0 (  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1 (10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4 (100.0) 0 (  0.0) 0 (  0.0) 4 (100.0) 0 (  0.0) 0 (  0.0) 4 (100.0)

촉각 확인 5 (100.0) 0 (  0.0) 0 (  0.0) 5 (100.0) 0 (  0.0) 0 (  0.0) 5 (100.0)

무릎 반사 관찰 6 (100.0) 0 (  0.0) 0 (  0.0) 6 (10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0 (  0.0) 0 (  0.0) 1 (100.0) 1 (100.0) 0 (  0.0) 0 (  0.0) 1 (100.0)

소계 29 ( 72.5) 10 ( 25.0) 1 (  2.5) 40 (100.0) 0 (  0.0)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3 ( 37.5) 5 ( 62.5) 0 (  0.0) 8 (100.0) 0 (  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0 (  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4 ( 50.0) 4 ( 50.0) 0 (  0.0) 8 (100.0) 0 (  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2 (100.0) 0 (  0.0) 0 (  0.0) 2 (100.0) 0 (  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0 (  0.0) 0 (  0.0) 1 (100.0)

소계 11 ( 39.3) 17 ( 60.7) 0 (  0.0) 28 (100.0) 0 (  0.0) 0 (  0.0) 28 (100.0)

합계 76 ( 66.6) 37 ( 32.5) 1 (  0.9) 114 (100.0) 0 (  0.0) 0 (  0.0) 114 (100.0)

<표 17>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 안내 (계속 됨)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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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찰 내용의 기록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관찰 내용의 기록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40건(87.0%)의 탐구 활동이 관찰 내용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었

고, 8학년에서는 40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32건(80.0%), 9학년에

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26건(92.9%)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내용의 기록을 안내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

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 114건 중에서 98건(86.0%)

의 탐구 활동이 관찰 내용의 기록을 안내하고 있었다(표 18). 

관찰 내용의 기록 유형은 글이나 숫자로 기록하는 경우와 그림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경우, 표나 그래프로 기록하는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교과서에서는 관찰 내용을 한 가

지 방법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그 중 글을 통해 기록하는 경우는 93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81.6%), 그림을 통해 기록하는 경우는 68건

(59.6%), 표를 통해 기록하는 경우는 12건에 해당하였다(10.5%). 

이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탐구 활동의 주제가 생

물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정성적인 내용의 탐구가 많아서, 그것을 굳

이 표나 그래프로 변환시키지 않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관

찰 탐구 활동은 일방적으로 관찰 내용의 기록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관찰 결과의 기록을 

계획하고,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

는 탐구 주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관찰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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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에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구 내용 기록에 유

의할 것을 지도하며, 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 유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내용 기록
탐
구 
활
동 
수

무

유
 글, 숫자 그림, 사진 표, 그래프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지
시
적

탐
구
적

7

검정말 세포 관찰
0

( 0.0)
4

(100)
0

( 0.0)
4

(100)
0

( 0.0)
0

( 0.0)
0

( 0.0)
4

(1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3

(60.0)
2

(40.0)
0

( 0.0)
2

(40.0)
0

( 0.0)
1

(20.0)
0

( 0.0)
5

(1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0

( 0.0)
4

(80.0)
0

( 0.0)
5

(100)
0

( 0.0)
1

(20.0)
0

( 0.0)
5

(1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1

(33.3)
2

(66.6)
0

( 0.0)
1

(33.3)
0

( 0.0)
0

( 0.0)
0

( 0.0)
3

(1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0

( 0.0)
9

(100)
0

( 0.0)
8

(88.9)
0

( 0.0)
1

(11.1)
0

( 0.0)
9

(100)

잎의 단면 관찰
0

( 0.0)
6

(75.0)
0

( 0.0)
8

(100)
0

( 0.0)
0

( 0.0)
0

( 0.0)
8

(100)

잎의 표피 관찰
2

(25.0)
8

(100)
0

( 0.0)
5

(62.5)
0

( 0.0)
0

( 0.0)
0

( 0.0)
8

(1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0

( 0.0)
2

(1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2

(1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0

( 0.0)
1

(50.0)
0

( 0.0)
0

( 0.0)
0

( 0.0)
1

(50.0)
0

( 0.0)
2

(100)

소계
6

(13.0)
38

(75.0)
0

( 0.0)
34

(73.9)
0

( 0.0)
4

( 8.7)
0

( 0.0)
46

(100)

<표 18>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내용 기록 안내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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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관찰 결과 기록

탐구 활동 
수무

유
 글, 숫자 그림, 사진 표, 그래프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지시적 탐구적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0 (  0.0) 9 (100.0) 0 (  0.0) 9 (100.0) 0 (  0.0) 0 (  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2 ( 50.0) 2 ( 5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0 (  0.0) 3 (100.0) 0 (  0.0) 2 ( 66.6) 0 (  0.0) 0 (  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0 (  0.0) 4 (100.0) 0 (  0.0) 0 (  0.0) 0 (  0.0) 2 ( 5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0 (  0.0) 1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0 (  0.0) 3 ( 75.0) 0 (  0.0) 0 (  0.0) 0 (  0.0) 3 ( 75.0) 0 (  0.0) 4 (100.0)

촉각 확인 3 ( 60.0) 2 ( 40.0) 0 (  0.0) 0 (  0.0) 0 (  0.0) 2 ( 40.0) 0 (  0.0) 5 (100.0)

무릎 반사 관찰 0 (  0.0) 6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0 (  0.0) 1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0)

소계 8 ( 20.0) 31 ( 77.5) 0 (  0.0) 11 ( 27.5) 0 (  0.0) 7 ( 17.5)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0 (  0.0) 8 (100.0) 0 (  0.0) 6 ( 75.0) 0 (  0.0) 0 (  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0 (  0.0) 8 (100.0) 0 (  0.0) 8 (100.0) 0 (  0.0) 0 (  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0) 0 (  0.0) 1 (100.0)

PTC 미맹 유전 조사 2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0 (  0.0) 1 (100.0) 0 (  0.0) 1 (100.0) 0 (  0.0) 0 (  0.0) 0 (  0.0) 1 (100.0)

소계 2 (  7.1) 24 ( 85.7) 0 (  0.0) 23 ( 82.1) 0 (  0.0) 1 (  3.6) 0 (  0.0) 28 (100.0)

합계 16 ( 14.0) 93 ( 81.6) 0 (  0.0) 68 ( 59.6) 0 (  0.0) 12 ( 10.5) 0 (  0.0) 114(100.0)

<표 18> 관찰 탐구 주제별 관찰 내용 기록 안내 (계속됨)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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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탐구 수업 유형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에서 탐구 수업 유형 어떻게 안내되고 있

는지 분석한 결과, 7학년에서는 전체 46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45

건(97.8%)이 구조화된 탐구이며, 1건(2.2%)이 안내된 탐구로 나타

났다. 8학년에서는 40건의 관찰 탐구 활동 중 39건(97.5%)이 구조

화된 탐구이며, 1건(2.5%)이 안내된 탐구로 나타났다. 9학년에서는 

28건의 관찰 탐구 활동이 모두 구조화된 탐구로 나타났다. 종합해보

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영역에 제시된 모든 관찰 탐구 활동 114

건 중에서 뿌리의 겉모습 관찰 탐구(1건)와 팔의 혈관 관찰 탐구(1

건)를 제외하고, 모든 탐구 활동이 탐구 문제와 탐구 절차를 모두 제

시해주고 학생들은 그 절차를 밟아가는‘구조화된 탐구’이며, 탐구 

문제와 탐구 절차를 모두 학생들이 설계하고 수행하는‘개방적 탐

구’는 전혀 존재 하지 않았다(표 19). 이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논의

되어 온 선행 연구(Germann, Haskins, Auls, 1996; 김희령·여성

희, 2004; 박철규 등, 2009)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중학교 학생들이 탐구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활동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탐구를 계획하고 설계해보

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세하게 탐구 절차가 잘 안내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탐구 과정을 따라가게 될 위험이 높고, 학생들

의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탐구 수행 과정에서 탐구 설계 활동을 부분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탐

구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종류의 탐구

에서 탐구 설계 부분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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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관찰 탐구 주제

탐구 수업 유형
탐구 활동 

수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적 
탐구

7

검정말 세포 관찰 4 (100.0) 0 (  0.0) 0 (  0.0) 4 (100.0)

양파 표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5 (100.0)

입안 상피세포 관찰 5 (100.0) 0 (  0.0) 0 (  0.0) 5 (100.0)

뿌리의 겉모습 관찰 2 ( 66.7) 1 ( 33.4) 0 (  0.0) 3 (100.0)

줄기의 관다발 관찰 9 (100.0) 0 (  0.0) 0 (  0.0) 9 (100.0)

잎의 단면 관찰 8 (100.0) 0 (  0.0) 0 (  0.0) 8 (100.0)

잎의 표피 관찰 8 (100.0) 0 (  0.0) 0 (  0.0) 8 (100.0)

색소로 백합 물들이기 2 (100.0) 0 (  0.0) 0 (  0.0) 2 (100.0)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2 (100.0) 0 (  0.0) 0 (  0.0) 2 (100.0)

소계 45 ( 97.8) 1 (  2.2) 0 (  0.0) 46 (100.0)

8

작은 구멍 통과하기 2 (100.0) 0 (  0.0) 0 (  0.0) 2 (100.0)

혈액의 혈구 관찰 9 (100.0) 0 (  0.0) 0 (  0.0) 9 (100.0)

팔의 혈관 관찰 3 ( 75.0) 1 ( 25.0) 0 (  0.0) 4 (100.0)

금붕어 혈관 관찰 3 (100.0) 0 (  0.0) 0 (  0.0) 3 (100.0)

소 눈 해부하기 4 (100.0) 0 (  0.0) 0 (  0.0) 4 (100.0)

청각 확인 1 (100.0) 0 (  0.0) 0 (  0.0) 1 (100.0)

미각 확인 4 (100.0) 0 (  0.0) 0 (  0.0) 4 (100.0)

촉각 확인 1 (100.0) 0 (  0.0) 0 (  0.0) 1 (100.0)

무릎 반사 관찰 6 (100.0) 0 (  0.0) 0 (  0.0) 6 (100.0)

뇌 모형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땀이 나는 모습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소계 39 ( 97.5) 1 (  2.5) 0 (  0.0) 40 (100.0)

9

효모의 출아 관찰 8 (100.0) 0 (  0.0) 0 (  0.0) 8 (100.0)

체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8 (100.0)

생식세포 분열 관찰 8 (100.0) 0 (  0.0) 0 (  0.0) 8 (100.0)

지문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PTC 미맹 조사 2 (100.0) 0 (  0.0) 0 (  0.0) 2 (100.0)

곰팡이 관찰 1 (100.0) 0 (  0.0) 0 (  0.0) 1 (100.0)

소계 28 (100.0) 0 (  0.0) 0 (  0.0) 28 (100.0)

합계 112 ( 98.2) 2 (  1.8) 0 (  0.0) 114 (100.0)

<표 19> 관찰 탐구 주제별 탐구 수업 유형 안내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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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관찰 탐구 활동 내용 분석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과학 교과서 9

종과 8학년 과학 교과서 9종, 그리고 9학년 과학 교과서 8종의 생명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탐구 활동 중 관찰 탐구 활동이 얼마나 제시되

고 있으며,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관찰 탐구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관찰 탐구 활동은 전체 탐구 활동의 18.1%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7학년에서는 34.1%, 8학년에서는 14.3%, 9학년에서는 12.9%

로 탐구 활동 전체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표적

인 관찰 탐구 활동에는‘줄기의 관다발 관찰’,‘잎의 단면 관찰’,

‘잎의 표피 관찰’,‘혈액의 혈구 관찰’,‘체세포 분열 관찰’, 

‘생식세포 분열 관찰’등이 있다.

둘째,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은 주요 관찰 탐구 요소에 대한 안

내가 생략된 채 일부 요소들이 지시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관찰 대상(98.2%), 오감 사용(100%), 관찰 

도구 사용(100%), 관찰 방법(98.2%), 관찰 내용(100%), 관찰 시기

(100%), 관찰 결과의 기록(100%)이 지시적으로 안내되고 있었으

며, 시각을 제외한 기타 감각 사용(10.6%), 단순관찰(20.2%), 정량

관찰(0.9%), 관찰 횟수(0.0%)에 대한 안내는 현저히 부족했다 .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98.2%는 탐구 문제와 탐

구 절차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구조화된 탐구’로 나타났고, 

관찰 탐구 활동의 1.8%만이‘안내된 탐구’로 나타났다. 탐구 문제

와 탐구 절차를 모두 학생들이 설계하고 수행하는‘개방적 탐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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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생명 영역의 탐구 활동에서 관찰 탐구 활동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모든 학년에 걸쳐 강조되는 탐구이기 때문에, 주어

진 관찰 탐구 활동을 잘 지도하여 탐구 경험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관찰 탐구는 주요 관찰 탐구 요소가 생략된 채, 대

부분 지시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찰 활동이 대부분 지

식 전수를 목표로 하는 확인-설명식 수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적 관찰 탐구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찰 탐구 요소를 

안내해 주고, 학생 스스로 관찰 요소를 고려하여 탐구를 수행하게 함

으로써 관찰 기능에 초점을 둔 학습 활동을 일련의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찰 

탐구의 경우 주어진 탐구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며 알고 있는 것을 확

인하는 ‘구조화된 탐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탐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들이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스스로 탐구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개발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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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탐구 활동 개선을 위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관찰 탐구 수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선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고안하고,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된 관

찰 탐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1)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의 탐구 과정은 문제 인식 과정, 계획 수립 과

정, 탐구 활동 과정, 결과 해석 과정, 결론 도출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교사는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

들에게 활동지를 나누어주어 스스로 탐구 과정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좋다 

탐구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관찰 탐

구 수업을 3차시(3시간 수업 분량)로 구성하였다.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1차시로 하고,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1차시로, 그 후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1차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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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과정

․ 탐구 상황의 도입

․ 탐구 문제 제기를 위한 질문

․ 탐구 문제화를 위한 토의

․ 탐구 문제의 명료화 및 탐구 문제 진술

 

(1차시)

        

계획 수립 

과정

․ 문제에 관계되는 내용의 추가적인 관찰  

․ 관찰 대상의 선정

․ 감각 기관의 종류, 관찰 도구 사용 여부 결정

․ 관찰 순서 및 관찰 방법 결정

․ 관찰 시기, 관찰 횟수 결정

․ 관찰 활동 시 유의점 결정

․ 정보 수집 및 자료 처리 방법 계획

․ 탐구 결과 발표 방법 및 절차 구체화 계획



탐구 활동 

과정

․ 관찰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관찰 활동 

․ 차이점, 공통점, 변화 상태의 비교 관찰

․ 관찰 사항의 기록

․ 관찰 결과 자료 수집

(1차시)



결과 해석 

과정

․ 결과 정리 안내

․ 결과 정리 및 구조화 (표, 그래프, 그림 등)

․ 결과 의미 해석

(1차시)
         

결론 도출 

과정

․ 탐구 결과 검토 

․ 탐구 결론 도출

․ 발표 및 토의

<그림 3> 관찰 탐구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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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 인식 과정

관찰 탐구는 일반적인 과학 탐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알맞은 탐

구 문제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탐구 문제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들도 호기심을 가지

고 관찰하며 왜 그런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

각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탐구 상황을 도입하며, 학생이 탐구하게 될 문제를 

확인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탐구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교사가 단순히 문

제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져 문제를 진술해 줄 수 있다. 이때 교사

는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탐구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박

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탐구 문제 제기를 위한 질문

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탐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 이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니?

· 무엇에 대해 궁금하니?

·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탐구 문제는 단순히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만 한다. 처음부터 매우 어렵게 느껴져서 해결 방

법이 서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문제는 탐구 학습을 위한 문제로서

는 적합하지 않다. 탐구 문제가 제기되면 학생들은 주어진 탐구 문제

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간단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 54 -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와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며, 결과를 정리하는 나머지 단계들이 모두 무

의미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명료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탐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안내하며, 활발

한 토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

다.

② 계획 수립 과정

탐구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현상을 더 자세

히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탐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탐구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탐구 

활동을 수행하면 만족스러운 탐구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탐구 활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과 탐구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생들은 개인별로 탐구 계획을 세우거나 모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 스스

로 사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며, 탐구 문제

와 관련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잘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생은 탐구에 관계되는 배경 지식, 문헌 조사, 환경조사,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속성조사, 선행 연구 등을 통해 탐구 문제에 관계되

는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료 수집을 돕기 위

한 교사의 진술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의 비슷한 경험은 무엇이 있니?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면 될까?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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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적인 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 자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탐구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는 관찰 

재료 및 관찰 대상, 관찰에 사용되는 감각기관과 관찰 도구를 확인하

며 이전 학습이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다양하게 예측해보고 

관찰의 시기와 순서, 방법, 주의점 등을 계획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관찰 대상을 언제 관찰하고, 몇 번 관찰할 것인지, 어떤 감

각 기관을 사용하며, 감각 기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

용할 것인지, 수집된 관찰 결과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한 관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

도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실천 가

능한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생의 탐구 활동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학생이 세운 탐구 계획이 비논리

적이거나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은 그

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탐구를 설계하기 때문에 문제 해

결 방안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③ 탐구 활동 과정

관찰 탐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찰’ 이라는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활동이 주가 되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미리 계획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관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사

는 관찰 재료와 방법을 고찰하여 학생들에게 관찰 활동에 대한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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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취시켜 주며, 학생은 계획한 관찰 시기와 관찰 순서, 관찰 방법, 

관찰 상의 주의점 등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관찰 활동을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관찰 활동을 할 때 관찰 대상의 특징 및 공통점과 차

이점을 비교 관찰하며, 발견된 사실이나 관찰 결과를 그때그때 기록

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관찰 탐구 활동 시 탐구 결과의 기록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자

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환경·자율 탐구 학생백과, 1998). 학

생들은 흔히 탐구 활동 단계에서 탐구를 통해 얻게 된 자료에만 중점

을 두고, 탐구 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이 계획한 절차에 따라 탐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단번에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학생은 탐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면

서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탐구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면 잘못된 점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되며,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

게 설명할 때에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탐구 활

동 시에는 탐구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

다. 

예를 들어 탐구 수행 과정에서 계획한 탐구 절차대로 수행하지 못

했거나 탐구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과 그 이유를 반

드시 기록해야 하며, 내용이나 결과들은 날짜 또는 탐구 순서에 따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관찰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나중에 볼 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며 관찰

자의 해석이나 주관적인 판단 혹은 추론은 포함시키지 않고, 부정적

인 사실도 기록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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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해석 과정 

탐구를 수행한 다음에는 탐구 활동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검토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자료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은 탐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탐구의 유형에 따라 계

산을 할 수도 있고, 요약한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탐구 목적에 따라 관찰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탐구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탐

구의 목적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관찰 활동의 결

과가 어떤 경향이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면 그 결과는 표나 그

래프를 만들고 수량으로 정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수집된 결과가 정

성적인 내용이라면 종합하고 요약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

한 사물의 구조나 형태를 관찰한 것이라면 관찰 결과를 사진이나 그

림으로 정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교사는 간단해 보이는 관찰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관찰 결과

의 표현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 스스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은 수

집된 관찰 결과와 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확실히 구분되

도록 유의하여 관찰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⑤ 결론 도출 과정

관찰 결과를 해석한 다음에는 그 결과로부터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

을 발견하여 탐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는 자

신이 수집한 결과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해봄으로써 탐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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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일련의 탐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탐구를 수행하거나 탐구 문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자신이 세운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제대로 수행하

였는지 검토하며, 관찰 결과로부터 탐구하려는 의문이 해결되었는지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론은 반드시 관찰을 통한 결과에 근

거해야 한다. 관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관

찰 결과나 참고서에 실린 내용을 보고 실제 관찰 결과와 다르게 결론

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이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직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어야 한다.

 탐구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탐구 결론을 발표하고, 탐구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학생은 탐구 발표 및 논의 시간을 

통해서 탐구 결과에 대한 반성과 재해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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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와의 차이점 

기존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와 개선된 관찰 탐구와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찰 탐구는 대부분 탐구 문제와 절차를 지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은 주어진 탐구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며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설명식 탐구 형태였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

제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탐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 방법

을 설계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여 탐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수업은 학생이 스스로 탐구 과정들을 익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탐구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며, 문제 해결 방

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창의성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한

다. 

둘째,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수업은 관찰 대상 선정, 오

감 사용과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와 횟수, 관찰 

결과의 기록을 모두 계획하고 탐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관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는 관찰 요소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기존 탐구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 관찰 기능에 초점을 둔 학습 활동에서 일련의 탐구 과

정을 경험할 수 있는 탐구 활동으로 발전시켜 학생의 탐구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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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과학 

탐구 과정을 수행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하고, 탐구 과정 별

로 관찰 탐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1) 탐구 과정별 학생의 어려움 파악

과학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Chin, 2003; 전영석, 전

민지, 2009; 박미현, 차정호, 김인환, 2012; 신현화, 김효남, 2010; 

정우경, 이준기, 오상욱, 2011; 류시경, 박종석, 2009; 유지연, 박연

옥, 양찬호, 노태희, 2011; 김유향, 2013)를 참고하여 과학 탐구 과

정 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추출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탐구 과정 어려움 요인 

문제 인식 ․ 탐구 주제 선정의 어려움

계획 수립
․ 자료 조사의 어려움
․ 대상 선정의 어려움
․ 전반적인 탐구 설계의 어려움 

탐구 수행
․ 도구 사용 능력 부족
․ 탐구 과정 기록의 소홀함

결과 해석 ․ 자료 의미 파악의 어려움

결론 도출 ․ 의미 있는 결론 도출의 어려움 

<표 20> 탐구 과정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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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 인식 과정의 어려움

문제 인식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제 선택 영역의 부재와 과학적 호

기심의 부족으로 탐구 주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영석, 

전민지, 2009; 박미현 등, 2012).

효과적인 문제 인식을 위해서는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문제 

도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각종 정보를 학생 스스로 탐색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류시경, 박종석, 2009), 탐구 

주제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과학

적 사고를 유발하는 발문을 해주어 의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문

제의식을 갖게 하고, 학생이 직접 탐구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② 계획 수립 과정의 어려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생들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확한 자료 

선택을 하지 못해 자료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며(신현화, 김효남, 

2010), 탐구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상 선정 경험의 부족으로 

탐구 대상 선택을 어려워한다(정우경 등, 2011). 

Chin(2003)은 학생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탐구 과정을 구체화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지연 등(2011)은 일반 

학생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과학 영재 학생들도 문제 상황을 

구체화시켜 사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탐구 계획을 설계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논의하였다.

교사는 참고 문헌과 이론적 개념을 잘 검토하도록 돕고, 고려해야 

할 관찰 탐구 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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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탐구 활동 과정의 어려움 

선행 연구들(신현화, 김효남, 2010; 박종길, 박재호, 이영주, 김영, 

황수진, 조운복, 문정대, 심정애, 성정희, 1989)에서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 부족 요인으로 실험 기구 사용 능력을 언급하여 과학 교육에서 

실험 기구 사용 지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교사는 탐구 활동 단계

에서 목적에 맞는 탐구 도구를 사용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 도구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④ 결과 해석 과정의 어려움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과

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얻은 자료를 탐구의 목적에 따라 유

용하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도록 돕

고 정리된 자료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⑤ 결론 도출 과정의 어려움 

학생들은 탐구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서 탐구 결

과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선행 개념에 의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신현화, 김효남, 2010).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 탐구 결과의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발견하고, 전반적인 탐구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발문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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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 과정별 질문 목록 개발

탐구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빈번하게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개념이 강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교사의 질문이 필요하다. 교사의 질문은 학습의 방향을 결정

짓고, 학생 사고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 비계(scaffolding)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관찰 탐구 수업을 

위한 교수전략으로 탐구 단계별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

에서는 발문에 대한 이론적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헌(이영주, 

2011; 정용욱, 김은해, 정민석, 이재구, 2014)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탐구 준비 정도에 따라 다음 <표 21>의 질문을 선택

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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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과정 질문 목록

문제 인식 
과정

․ 탐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 이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 무엇에 대해 궁금한가?
․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가?
․ 탐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계획 수립 
과정

․ 참고 문헌을 충분히 조사하였는가?
․ 필요한 참고 문헌들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 탐구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을 잘 고려했는가?
․ 탐구 주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 좋은가?
․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 어떤 방법과 순서로 관찰할 것인가?
․ 몇 번의 반복 관찰이 필요한가?
․ 관찰 결과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 탐구 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탐구 활동 
과정

․ 관찰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주의할 점을 염두에 두고 탐구를 하고 있는가?
․ 관찰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결과 해석 
과정

․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 정리된 자료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제시한 설명이 관찰 결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 관찰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가?

결론 도출 
과정 

․ 탐구 결과 어떤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가?
․ 간단하게 요약된 연구 결론은 무엇인가?
․ 탐구 결론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 탐구의 제한점은 무엇인가?
․ 탐구 결론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 탐구를 종합해 볼 때, 수행한 탐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표 21> 탐구 과정별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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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 인식 과정의 질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문제 인식 과정에서 주제 선정을 어

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탐구 상황을 다시 

확인하여 탐구 상황에 대한 의문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② 계획 수립 과정의 질문

학생들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료 조사와 탐구 대상 선정, 탐구 

과정 구체화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참고 문

헌과 이론적 개념을 잘 검토하여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돕고, 관찰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찰 요소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③ 탐구 활동 과정의 질문

학생들은 관찰 도구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탐구 수

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관찰 

도구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주의할 

점을 염두하며 탐구를 수행하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탐구 과

정 기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탐구 결과 기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

였다.  

④ 결과 해석 과정의 질문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과

를 정리하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따라서 자료 정리 형태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리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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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⑤ 결론 도출 과정의 질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탐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을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

론 도출을 돕기 위해 탐구 결과로부터 경향성을 발견하고, 탐구의 의

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 67 -

3)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은 ‘접시꽃과 부용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라는 탐구 문제로, <그림 3>의 관찰 탐구 수업 모형과 <표 21>

의 탐구 단계별 질문목록을 바탕으로 다음 <표 22>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활

동지를 주어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완성해나가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는 [부록A], [부록B]에 첨가하

였다. 

탐구 과정 수업 내용
시간
(분)

전체적인 탐구 안내 ․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과 관찰 탐구 안내 8

문제 인식 과정 ․ 관찰 탐구에서 문제 도출의 중요성 설명 7

계획 수립 과정
․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관찰 요소 
설명

7

탐구 활동 과정 ․ 탐구 활동 시 주의해야할 점 안내 7

결과 해석 과정 ․ 관찰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 안내 7

결론 도출 과정 ․ 결론 도출의 과정 안내 7

전체적인 탐구 정리 ․ 전체적인 관찰 탐구 과정 정리 2

합계 45

 <표 22> 탐구 문제 ‘접시꽃과 부용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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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인 탐구 안내

관찰 탐구의 각 과정 별 설명을 하기에 앞서 관찰 탐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흔히 실험을 유일한 과

학 탐구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탐구를 안내할 때에 

과학 탐구 방법에는 관찰, 실험, 조사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탐구가 

있음을 밝히고 그 중 생명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관찰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것임을 안내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찰 탐

구의 과정이 문제 인식 단계, 계획 수립 단계, 탐구 활동 단계, 결과 

해석 단계, 결론 도출 단계로 구성됨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전체적인 

관찰 탐구 과정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문제 인식 과정 

첫 번째 단계인 탐구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구할 문제

를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하여 탐구를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상에 대해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

므로 일상 속에서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들도 호기심

을 가지고 비판의 시선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한 

탐구 문제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해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학생들이 정한 탐구 문제가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시로 접시꽃과 부용꽃의 생김새에 대한 탐구 상황을 도입하여, 

접시꽃과 부용꽃의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여기에

서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 중 ‘접시꽃과 부용꽃은 어떻게 다를까?’를 탐구 문제로 정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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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수립 과정

다음 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로, 탐구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무작정 탐구를 수행하면 만족스러운 탐구 결

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탐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탐

구 계획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며, 어떤 감각 기관을 통

해 관찰할 것인지, 관찰 도구를 사용 한다면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순서로 관찰을 할 것인지, 몇 번 관찰을 할 것인지, 관

찰 결과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관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

세한 관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강조한다.

또한 예시의 탐구 문제 ‘접시꽃과 부용꽃은 어떻게 다를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관찰 계획을 세워보게 한다. 이 단계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탐구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계

획해보면서 과학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학생들

이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활동은 탐구를 안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

할 때에는 교사가 개입하여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예시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계획을 학생과 함께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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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구 활동 과정

탐구 계획을 마쳤으면, 탐구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 계획한 탐

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임을 안내한다. 이전 단계에서 계획한 관찰 시기와 관

찰 순서, 관찰 방법, 관찰 상의 주의점 등을 고찰하여 관찰 활동을 수

행해야 하며, 관찰 대상의 특징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여 발견

된 사실이나 결과를 그때그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5) 결과 해석 과정

관찰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한 뒤에는 탐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탐구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용하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다. 이 

단계에서는 표, 그래프의 종류와 그래프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자료

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며, 자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예시의 탐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6) 결론 도출 과정

관찰 결과를 해석한 후에는 결론 도출 단계로 넘어가서 해석한 자

료로부터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여 전체 탐구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언급을 하는 단계임을 안내한다. 

또한 예시의 탐구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접시꽃과 부용꽃의 차

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행한 탐구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며 

탐구 결과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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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적인 탐구 정리

관찰 탐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 중에서 관찰 탐구를 사용

하여 탐구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 인식 단계와 계획 수립 단계, 

탐구 활동 단계, 결과 해석 단계, 결론 도출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전체적인 관찰 탐구 과정의 흐름에 대

해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탐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인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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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탐구 

내용의 부족함을 보완하여‘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

발 과정은 관찰 탐구의 수업 모형 개발, 교수 전략 개발, 안내 수업 

개발, 수업 모형의 시험 적용 과정을 포함한다.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은 탐구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문제 인식 단계와 계획 수립 단계를 1차시, 탐구 활동 

단계를 1차시, 자료 해석 단계와 결론 도출 단계를 1차시(총 3시간 

분량)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

결 방법을 계획하며,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여 탐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

하여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분

석하고, 탐구 과정별로 관찰 탐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찰 탐

구에 대해 안내하는 수업을 개발하였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은 교사

의 설명식 수업이며, 관찰 탐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시작하

여, 각 탐구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

에서는 ‘접시꽃과 부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탐구 주제를 

예시로 들어 전반적인 관찰 탐구 과정을 안내하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관찰 탐구 안내 수업과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활동은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소속 생물분과 중학교 2학년 학

생 19명에게 시험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전략을 수

정·보완하여‘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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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의 일종인 관찰 탐구 수업을 개선하기 위

해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관찰 탐구 활동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

를 토대로 관찰 탐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관찰 탐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찰 탐구 활동이 현재 교과서 내에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명 영역에서 관찰 탐구 활동은 전체 

탐구 활동의 18.1%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바

와 같이 모든 학년에 걸쳐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줄기의 관다발 관찰이나 혈액의 혈구 관찰, 세포 분열 과정의 관찰 

활동은 생명 영역의 대표적인 탐구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

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찰 탐구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찰 탐구 활동의 안내 내용 분석 결과 교과서의 관찰 탐구 

활동은 주요 관찰 탐구 요소들에 대한 안내가 생략된 채 일부  요소

들이 지시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다. 효과적인 관찰 탐구 지도

를 위해서는 관찰 대상, 오감사용,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자료의 기록, 관찰 시기와 관찰 횟수 등의 관찰 탐구 요소를 안

내해 줄 필요가 있으며, 관찰 기능에 초점을 둔 관찰 활동을 일련의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탐구 활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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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은 대부분 주어진 탐구 절차

를 그대로 밟아가며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구조화된 탐구’로 나

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탐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들

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

하였다. 개발 과정은 관찰 탐구 수업 모형 개발, 관찰 탐구 교수 전략 

개발, 관찰 탐구 안내 수업 개발, 관찰 탐구 활동의 시험 적용, 적용 

결과 분석 및 논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은 탐구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문제 인식 단계와 계획 수립 과정을 1

차시, 탐구 활동 과정을 1차시, 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 과정을 1차시

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 절차를 설계하며, 본인이 

설계한 탐구 절차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둘째,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도하

기 위해서 선행 연구와 시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학 탐

구를 수행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분석하고, 탐구 단계별로 관찰 

탐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질문 목록을 개발하였다. 교사의 

질문은 학생의 학습 방향을 결정짓고, 사고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찰 탐구에 대해 안내하는 수업

을 개발하였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은 교사의 설명식 수업이며, 관찰 

탐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시작하여, 각 탐구 단계를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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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찰 탐구 안내 수업에서는‘접시꽃과 부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탐구 주제를 예시로 들어 전반적인 관찰 

탐구 과정을 안내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탐

구 문제 인식부터 결론 도출까지 스스로 경험하며 자율적으로 탐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탐구 문제와 절차를 지시적으로 제시

하던 기존 관찰 탐구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된다.  

관찰 탐구 수업 모형에 따른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알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서 탐구 문제 인식에서부터 탐구 

결론 도출까지 주체적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의 탐구 사고력 배양에 기여하며,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과학 창의성

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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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관찰 탐구 활동의 문제점을 밝히

고,  관찰 탐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시험 적용한 것으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찰 탐구 수업 모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

학 창의성과 탐구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창의성 효과를 검증

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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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관찰 탐구 방법 안내

수업
형태 관찰 탐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

수업 
목표

§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관찰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관찰 탐구의 각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 설명 내용

Ⅰ. 탐구에 대한 소개  (8분)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과학 기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

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활동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뿐 아니라 시

간만 낭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집을 짓기 전에 잘 짜인 설계

가 필요하듯이 과학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의 방법과 절차가 

잘 짜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 탐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이용되

는 방법으로 관찰, 실험, 조사 등이 있습니다. 

• 실험 탐구는‘왜 그럴까?’라는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옳고 그름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며, 관찰 탐구는 궁금한 일련의 

과정을 관찰·기록함으로써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사에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가 포함되며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

나 결과를 조사를 통해 얻는 탐구 방법입니다.

• 그 중 초중등 과학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관찰 탐구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물학은 생물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탐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찰 탐구’ 문제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부터 과학 탐구의 일종인 관찰 탐구 방법을 소

개하겠습니다.

• 관찰 탐구 방법은 문제 인식 과정, 계획 수립 과정, 탐구 활동 과정, 자료 해석 

과정, 결론 도출 과정의 다섯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관찰 탐구는 탐구 문제

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탐구할 주제가 정해지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

부록 A. 관찰 탐구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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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를 지나,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

하여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해석하여 탐구 주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동료와 선

생님들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

다.

Ⅱ. 문제 인식 과정 (7분)

• 과학 탐구는 호기심과 의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

는 현상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비판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면 왜 그런 것인지, 어

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명료하게 진술하는 과정이 바로 탐구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정한 탐구 문제는 단순히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해

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구 문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해결 방법이 서지 

않는 문제는 탐구 학습을 위한 탐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에 있는 

예시를 살펴봅시다.

•  (모양새가 비슷한 접시꽃과 부용의 사진을 보여준다.)

승아는 학교 교정에 핀 예쁜 꽃을 발견하고, 그 꽃이 접시꽃과 부용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접시꽃과 부용은 같은 아욱과, 아욱속의 꽃이라서 모양새가 정

말 비슷하다.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호기심이 많은 승아는 

접시꽃과 부용을 보면서 이 두 꽃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다. 승아의 호기심을 

탐구 문제로 적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접시꽃과 부용은 어떤 점이 다를까?’

Ⅲ. 계획 수립 과정 (7분)

• 결국 이 의문, 즉 탐구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탐구인 것입니다. 의

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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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합니다. 우리는 접시꽃과 부용에 관계되는 배경지식, 문헌조사, 환경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조사,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탐구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작정 관찰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한 기구, 재료 및 대상을 확인하며, 관찰의 시기와 

순서, 방법, 내용, 관찰 상의 주의점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관찰 대상을 언제 관

찰할 것이며, 몇 번 관찰할 것인지, 어떤 감각 기관을 사용할 것이며, 감각 기관

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찰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수집된 관찰 내용은 어

떻게 기록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한 관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

도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관

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시꽃과 부용은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탐구 문제에 대해서 접시꽃과 부용

을 무작정 관찰하지 않고, 탐구 수행에 앞서 관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상황

에서는 어떤 관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 꽃·줄기·잎의 모양 관찰한다, 시각·촉각·후각을 사용하여 특징을 비교 관찰

한다, 돋보기와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다, 개화시기를 비교 한다 등 

Ⅳ. 탐구 활동 과정 (7분)

• 탐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를 수

행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탐구를 수행할 때는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결과를 그때그때 기록하도록 합니다. 

• 탐구 활동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알아냈느냐 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탐구 과정에 대한 기록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획한 절차에 따라 탐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단번에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 탐구의 과정에

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탐구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잘못된 점을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되며,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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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에는 탐구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또한 탐구 수행 과정에서 관찰 도구를 사용한다면 도구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주의해야할 점을 염두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

다. 

• 탐구 계획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

를 얻기 위해서 관찰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 (접시꽃과 부용의 사진/영상을 보며 관찰된 특징을 다양하게 적도록 안내)

☞ 접시꽃은 긴 꽃대에 꽃들이 어긋나게 여러 송이가 피어있다.

☞ 접시꽃의 잎은 뭉툭하다. 

☞ 부용은 꽃대 하나에 한 송이의 꽃이 핀다.

☞ 부용의 잎은 뾰족하다.  

Ⅴ. 자료 해석 과정 (7분)

•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는 탐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탐구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용하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그 중에서 그래프는 수치 자료의 크기, 경향, 관계,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방법으로 그래프의 종류에는 크게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선 그래프, 띠그래프

가 있습니다. 막대그래프는 집단이나 시대별 자료의 수, 양, 비율 등을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선 그래프는 시간이나 순서에 따라 자료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조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도한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구성 성분의 

비율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며, 띠그래프는 어떤 전체에 대한 구성 성

분 비율을 다른 전체에 대한 구성 성분 비율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

다.

• 앞에서 제시한 ‘접시꽃와 부용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탐구 문제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얻은 자료

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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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꽃  부용
잎

열매
향

감촉 

Ⅵ. 결론 도출 과정 (7분)

• 관찰 결과를 해석한 후에는 결론 도출 단계로 넘어가서 해석한 자료로부터 일정

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여 전체 탐구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언급을 하는 단

계입니다. 

• 이 단계에서는 관찰 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전반적

인 탐구 활동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탐구 자료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면, 탐구 문제 ‘접시꽃과 부용은 어떤 점이 다를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탐구

의 결과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Ⅶ. 관찰 탐구 정리 (2분)

• 이처럼 관찰 탐구는 관찰을 통해 의문을 가진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방법

으로,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 탐구 활동,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단계

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5단계로 이루어진 일련의 관찰 탐구 과정을 통해 과학 탐

구 능력을 배양하고, 발견한 사실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관찰 탐구는 탐구 문제와 방법을 있는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

스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과학적 문제 해결 방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학 탐구 방법입니다. 



- 87 -

학습 
주제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과 관찰 탐구 

학습 
목표

1.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을 말할 수 있다.
2. 관찰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3. 관찰 탐구의 각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_______ 단계
· 탐구 문제화를 위한 토의
· 탐구 문제의 명료화 및 탐구 문제 진술

(2) _______ 단계

· 문제에 관계되는 내용의 추가적인 관찰  
· 관찰 대상의 선정
· 감각 기관의 종류, 관찰 도구 사용 여부
· 관찰 순서 및 관찰 방법 결정
· 관찰 시기, 관찰 횟수 결정
· 관찰 활동 시 유의점 결정
· 정보 수집 및 자료 처리 방법 계획
· 탐구 내용 발표 방법 및 탐구 절차 구체화 계획

(3) _______ 단계

· 관찰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관찰 활동 
· 차이점, 공통점, 변화 상태의 비교 관찰
· 관찰 사항의 기록
· 관찰 결과 자료 수집

(4) _______ 단계
· 자료 정리 및 구조화 (표, 그래프, 그림 등)
· 자료 의미 해석

(5) _______ 단계
· 탐구 결과 검토 
· 탐구 결론 도출
· 발표 및 토의

1. 여러 가지 과학 탐구 방법
- 과학 탐구 방법에는 (         ), (         ), (         ) 등의 방법이 있다.

구분 내용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결과를 관찰을 통해 얻는 
탐구 방법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옳고 그름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결과를 조사를 통해 얻는 
탐구 방법 (현장 조사, 설문조사, 문헌 조사 등)

2. 관찰 탐구 
- 관찰 탐구는 자연 현상에서 스스로 탐구 문제를 발견하고, 관찰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한 후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의문을 가진 탐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부록 B. 관찰 탐구 안내 수업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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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승아는 학교 교정에 핀 예쁜 꽃들을 발견하고 선생님께 꽃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선생님
께서는 하나는 접시꽃이고, 하나는 부용꽃이라고 알려주셨다. 하지만 접시꽃과 부용꽃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승아는 접시꽃과 부용꽃이 어
떻게 다른지 궁금해졌다. 

1. 승아의 호기심을 탐구 문제로 적어보자. 

                                                           

2. 승아의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찰 탐구 계획을 세워보자. 

                                                           
                                                           
                                                           
                                                           
                                                           

3.  관찰 결과를 정리해보자. 

 접시꽃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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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식물 잎의 기공 관찰’탐구 수업의 구성

문제 인식 
과정

․ 학생들은 3∼4명씩 한 조를 이루어, 제공된 여러 종류의 
탐구 준비물 중에서 본인의 탐구에 필요한 탐구 재료와 
준비물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식물 잎으로는 산수유나무 잎, 달개비 잎, 자주달개비 잎, 
은행나무 잎, 양버즘나무 잎, 강아지풀, 사철나무 잎, 왕벚나무 

잎 등 제공, 관찰 도구로 현미경, 돋보기 등 제공 
 

(1차시)
        

계획 수립 
과정

․ 탐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관찰 대상, 오감 사용 및 관찰 
도구 사용, 관찰 방법, 관찰 내용, 관찰 시기 및 관찰 
횟수, 주의할 점, 관찰 내용의 기록 등을 계획하도록 
지도한다. 

․ 구체적인 탐구 절차를 설계하도록 한다. 



탐구 활동 
과정

․ 각자가 설계한 탐구 방법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관찰 계획에 의한 자유롭고 구체적인 관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반드시 관찰 사항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1차시)



자료 해석 
과정

․ 자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을 이용하여 관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정리된 자료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게 한다.

(1차시)
         

결론 도출 
과정

․ 수집된 자료의 경향성을 발견하고, 학생 스스로 탐구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한다.

․ 탐구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발표를 통해 다른 조의 
결론과 비교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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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일시

2014년 8월 5일 지도 대상 서울대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생물 심화반

수업 
주제

식물 잎의 기공 관찰하기 (3차시 분량)

관련 
단원

7학년 Ⅳ. 광합성

수업 
목표

1. 모둠 별로 토의하여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탐구 문제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다. 
3. 잎의 표피를 관찰하는 방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4. 식물 잎의 표피를 관찰하여 기공과 공변세포를 확인할 수 있다.
5. 관찰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학생 
배경 
지식

1. 식물 잎의 표피 조직에는 공기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인 기공이 있다. 
2. 기공은 반달 모양인 두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있다. 

지도상
의 

유의점

1.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인
다.
2.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3.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4.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학생들을 골고루 시키도록 노력한다.

탐구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 출석 점검 및 수업 분위기 조성
‣ 이전 시간에는 잎의 겉 구조와 
속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식물 잎의 표피 조직을 
이루는 기공을 관찰하는 탐구 활
동을 할 것입니다.

‣ 교과서에서는 기공을 관찰하기 
위해 특정 식물의 잎과 탐구 절
차를 제시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따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공을 관찰하기 
위해서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무엇을 ·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고민해보면서 자율적으로 탐구를 

5

부록 D. ‘식물 잎의 기공 관찰’ 탐구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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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것입니다. 

문제 
인식 
단계

‣ 미리 준비한 여러 식물들의 잎
을 보여준다. (강아지풀, 산수유 
잎, 자주달개비 잎, 달개비 잎, 
양버즘나무 잎, 은행나무 잎, 연
꽃잎, 왕벚나무 잎, 사철나무 
잎)이 식물들의 잎을 보고 기공
과 관련지어 드는 의문점을 모두 
써봅시다. 

‣ 의문이 제기되면, 궁금한 것에 
대해 조원들과 논의하여, 조별로 
탐구하려는 탐구 문제를 명료하
게 진술해봅시다. 조원들끼리 잘 
의논해서 본인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들은 활동지에 모둠별 토의
를 통해 결정된 탐구 문제를 적는
다. 
1. 기공은 식물 잎의 앞면과 뒷면 

중 어디에 더 많이 분포할까? 
2.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기

공 모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3.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기

공 배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4. 수생식물과 육상식물의 기공은 

앞면과 뒷면 중 어디에 더 많이 
분포할까?

5.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잎
맥 모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

계획 
수립 
단계

‣ 각 조별로 탐구 문제가 정해졌
으면,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
아가기 위해 문헌조사, 선행연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
어,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기공을 관찰하려 한다면,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정의와 특
징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야 합니
다. 

‣ 그 다음으로 관찰하기 위한 기
구, 재료 및 대상, 관찰 시기와 
순서, 방법, 내용, 관찰 상의 주

‣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에 대한 추
가적인 자료를 조사한다.

1. 피자식물은 쌍떡잎식물과 외떡
잎식물로 구분된다.

2. 외떡잎식물은 나란히 맥이고,  
쌍떡잎식물은 그물맥이다. 

3. 강아지풀, 달개비 잎은 외떡잎
식물이고, 사철나무, 산수유나무, 
벚나무는 쌍떡잎식물이다. 

4. 은행나무는 나자식물로 외떡잎
식물도, 쌍떡잎식물도 아니다.  

‣ 학생들은 활동지에 구체적인 실
험  계획을 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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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점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
렇다면 각 조별로 구체적이고 자
세한 관찰 계획을 세워 봅시다. 
모둠 끼리 상의해서 여러분 스스
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여러 식물을 만져보고, 냄새맡
아보고, 찢어보고, 칼로 얇게 잘
라보며 차이점을 적어본다.

2. 잎의 표피를 칼로 도려내어 현
미경으로 관찰한다. 
3. 손으로 잎을 찢어서 현미경으
로 관찰한다.

4. 매니큐어로 기공의 본을 떠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5. 시간을 측정하며 관찰한다.
6. 프레파라트를 만들어 40배율, 

100배율, 400배율 순으로 관찰
하여 사진을 찍는다. 

7. 기공 배열과 모양의 차이를 그
림을 그린다.   

탐구 
활동 
단계

‣ 탐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계획한 내용을 바탕
으로 관찰 활동을 시작해 봅시
다.

‣ 나누어준 모둠 별 활동지와 개
별 활동지에 탐구 절차를 잘 기
록하면서 탐구를 수행하도록 합
니다.

‣ 학생은 앞에서 세운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다.  탐구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탐구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탐구를 
수행한다.

45

자료 
해석 
단계

‣ 관찰로부터 얻은 자료를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 그림 등
으로 정리하고, 각 조는 정리된 
자료를 다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 관찰 자료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
한다.

‣ 정리된 자료를 자신의 말로 표현
한다.

20

결론 
도출 
단계

‣ 각 조의 탐구 결론을 발표해 봅
시다.

‣ 구체적인 탐구 과정과 탐구 결론
을 발표한다. 

20

관찰 
탐구 
정리

 ‣ 문제인식, 계획수립, 탐구활동, 자료해석, 결론 도출의 5단계로 이
루어진 일련의 관찰 탐구 과정을 통해 과학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발견한 사실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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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제
 잎의 표피 관찰하기

모둠별

 탐구 

주제

 

준비물 

탐구

내용

탐구 

방법

부록 E. 관찰 탐구 학생 활동지 (모둠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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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내용

기록

탐구 

결론 



- 95 -

1.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정된 탐구 문제는 무엇인가? 

2. 이것을 탐구 문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탐구 동기)

3. 탐구 문제의 구성–계획–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4.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점을 다르게 하였는가?

부록 F. 관찰 탐구 학생 활동지 (개인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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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구 활동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었는가?

6. 이 결과물에 대한 의문점은 무엇인가? (더 알아보고 싶은 점)

7. 다시 탐구 활동을 설계한다면 어떤 점을 다르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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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식물 잎의 기공 관찰’학생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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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관찰 탐구 활동 적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관찰 탐구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조

사 결과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칸을 남기지 말고 모두 

답해주세요.

※ 과거에 배웠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모두 ● 표시하시오.

중학교 과학1 중학교 과학2 고등학교 과학 생명과학Ⅰ
① ② ③ ④

ID 성별 남        여
①        ②

1. 관찰 탐구 활동의 난이도는 나에게 적절하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관찰 탐구 활동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사고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식물 잎의 기공 관찰’ 활동은 관찰 탐구의 주제로 적절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관찰 탐구 활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관찰 탐구 활동에는 단순 암기보다 오래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관찰 탐구 활동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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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찰 탐구 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관찰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해 관찰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관찰 탐구 활동이 과학 탐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관찰 탐구 활동이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탐구 수행 시에는 스스로 탐구 절차와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관찰 탐구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어 봅시다. 

(어려웠던 점, 도움이 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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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관찰 탐구 적용 후 설문 결과표

영

역
설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내

용

·관찰 탐구 활동의 난이도는 나에게 적절하였다. 
12 

(63.2) 

 6

(31.6)

1

( 5.3)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사고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11

(57.9)

7

(36.8)

1

( 5.3) 

0

( 0.0)

0

( 0.0)

·식물 잎의 기공 관찰 활동은 관찰 탐구의 주제로 적

절하다.

11

(57.9)

7

(36.8)

1

( 5.3)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14

(73.7)

5

(26.3)

0

( 0.0)

0

( 0.0)

0

( 0.0)

과

정

·관찰 탐구 활동에는 단순 암기보다 오래 생각해야 하

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10

(52.6)

8

(42.1)

1

( 5.3)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

다.

10

(52.6)

9

(47.4)

0

( 0.0)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8

(94.7)

1

( 5.3)

0

( 0.0)

0

( 0.0)

0

( 0.0)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8

(42.1)

9

(47.4)

2

(10.5)

0

( 0.0)

0

( 0.0)

·나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13

(68.4)

6

(31.6)

0

( 0.0)

0

( 0.0)

0

( 0.0)

교

수

학

습

활

동

·나는 관찰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6

(84.2)

2

(10.5)

1

( 5.3)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해 관찰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

한다.

11

(57.9)

7

(36.8)

1

( 5.3)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생각한다.

12

(63.2)

7

(36.8)

0

( 0.0)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이 과학 탐구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2

(63.2)

7

(36.8)

0

( 0.0)

0

( 0.0)

0

( 0.0)

·관찰 탐구 활동이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0

(52.6)

8

(42.1)

1

( 5.3)

0

( 0.0)

0

( 0.0)

·탐구 수행 시에는 스스로 탐구 절차와 방법을 설계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

(68.4)

6

(31.6)

0

( 0.0)

0

( 0.0)

0

( 0.0)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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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in

the Life Science Field of the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al Model for the Observational Inquiry.

Eun-Jung Lee

Biolog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by identifying problems of traditional Observational inquiry

and developing an instructional model for the Observational inquiry.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ecific amount of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included and how the Observational

inquiry was organized in the Life Science field in the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written in the 2009 revised science curriculum.

Consequently, we were able to conclude that the usage of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grade was highly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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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science curriculum as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accounted for 18.1 of the whole inquiry activities. However, numbers of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used in the text books have shown that

omission of several requisites observational inquiry elements and

directively guided. and 98.2% of the Observational inquiry was shown

as Structured inquiry. Thus, it signifies that conventional Observational

inquiry activities do not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observational

skills and independent science process skills of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nstructional model for the

Observational inquiries was developed. Developing procedure on

Observational inquiry was composed of inquiry question construction,

the establishment of a plan, inquiry activity, data interpretation, drawing

conclusions.

With the purpose of giving a clear and more effective guidance on

the instruction model for Observational inquiry, a specific strategy of

professor and instructional course have been conducted throughout this

study along with the design of a learning plan of Expository instruction

to guide the Observational inquiry, a learning plan for the observation

of stoma on the leaves, and lastly, an individual activity sheet for

group assignments. Conducted instruction model for Observational

Inquiry has been tested by and applied to 10th grade students at the

Institute of Science-Gifted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proper evaluation and modification.

By applying the instruction model for Observation inquiry conducted

from this particular study, students are able to think independent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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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he lead on their own at solving problems rather than imitating

previously initiated guidance in the textbook, which suggests that

drawbacks of previous observational activities that directively guided

specific procedures can be compensated, and it additionally points out

that scientific creativity can be improved in terms of developing their

ability to think inquisitively and problem-solving skills by applying the

new instruction model for Observational inquiry.

keyword :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 Life Science Field,

Observational Inquiry, Inquiry Instructional Model

student number : 2012-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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