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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middle-school science-teachers’ difficulties in teaching physics inquiry in textbooks. For this purpose, 102 middle-school science teac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We asked teachers to evaluate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eaching each inquiry.
Additionally, we asked teachers to select the two most difficult inquires to teach and to express their
reasons for these selections. The teachers’ responses were analyzed into 4 domains (textbook, environment, student, and teacher) and 12 categor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difficulty for the all inquiry is 2.9, indicating a normal level of difficulty. Second, the difficulty
of teaching physics inquiry is greater for male teachers than for female teachers, for non-physics
majors than for physics majors, and for highly experienced teachers and beginning teachers than
middle-career teachers. Third, the biggest difficulties for teachers in each domain are a problem
with the experiment itself, difficulty in preparing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materials, lack of
ability of students to manipulate the apparatus, etc.
PACS numbers: 01.40.ek, 01.40.gb
Keywords: Inquiry, Teaching inquiry, Difficulty, Middle school physics, Textbook, Science teacher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의 물리 탐구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이세연 · 이봉우∗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용인 16890, 대한민국
(2018년 1월 26일 받음, 2018년 2월 13일 수정본 받음, 2018년 2월 20일 게재 확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는 데의 어려운 정도를 표시하고, 지도하기 어려운 탐구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는 교과서, 환경, 학생, 교사의 4가지 영역과 12개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탐구를 지도하기 어려운 정도는 전체 탐구에
대해 평균 2.9로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물리 탐구 지도의 어려움은 여교사보다 남교사들이, 물리 전공
교사보다 물리 비전공 교사들이, 중간 경력 교사보다 저경력 교사나 고경력 교사들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각 영역별로 교사들이 물리 탐구 지도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실험 자체의 문제, 실험
기기와 재료 준비의 어려움, 학생들의 실험기기 조작능력 부족 등이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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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교육에서 탐구는 과학을 다른 교과와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탐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3차 교육과정부터 과학과의 목표로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학에 ‘과학탐구실험’ 을 신설하였다. 학생들은
과학 탐구가 사회 및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하고, 과학 탐구 과정과 기능을 활용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과학 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이
루어지고 있다 [3–5].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탐구 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사는 사회
문화적 공간인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데, 그 중에서도 과학 교사는 탐구와 같은 교수 학습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기능도 존재하여 [6–8],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전문성 있는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며 자신의 전문성 발달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교사들이 탐구를 지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여러 원인
들이 관련되어 있다. 교사들은 교사 자신이 탐구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고, 탐구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교사 자신이 탐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9–12]. 이러한 연구들
중 많은 수가 학생들의 자유 탐구에 대한 지도와 관련되어
있고 전반적인 탐구 지도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탐구의
내용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사들이 탐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선 교과서 변인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탐
구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도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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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시행착
오를 거치면서 얻어낸 과학의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학생
의 수준에 따라 재구성되고 단순화되어 실제 과학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용수철에 달린 무게를 측정하는 탐구가 있다.
훅의 법칙 (F = −kx) 에 따르면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무게
(힘) 와 늘어나는 길이 (x) 가 비례해야 하지만, 추의 무게가
작은 경우에는 무게가 증가하는 만큼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는다.
물의 끓는점을 측정하는 탐구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다
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순수한 물은 1기
압에서 100 ◦ C에서 끓는다고 알고 있지만, 온도계 구부의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물에 녹아 있는
공기의 양과 물을 끓이는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원심력을
고려하면 지구의 기하학적 중심을 향하지 않지만, 중학교 교
과서에서는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13],
눈의 이상과 교정과 관련된 광학의 내용에서 물리 내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수정체에서 굴절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시력교정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14], 아르키메데스가 왕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물속에
서 부피와 부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울의 균형이 깨지는
원리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부력 또는 밀도의 개념으로
해결했다고 제시한 것 [15] 등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법칙이 실제 과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탐구 활동들 중에는 물리 원리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택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
하면서 실험 결과와 이론과의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들이
탐구 지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교과서 변인 이외에도
학교의 실험실이나 교구 준비와 관련된 문제, 학생들의 수
준과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 중 많은
수가 물리 전공이 아닌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하여 물리 탐구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물리 학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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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science teachers.
Gender
Male
Female

No. (%)
21 (20.6%)
81 (79.4%)

School
Boys
Girls
Coed
No reply

No. (%)
7 (6.9%)
10 (9.8%)
84 (82.4%)
1 (1.0%)

Major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No reply

No. (%)
35 (34.3%)
27 (26.5%)
23 (22.5%)
16 (15.7%)
1 (1.0%)

Teaching year
1-5
6-10
10-15
15-20
20-25
25-30
30-35

No. (%)
16 (15.7%)
12 (11.8%)
23 (22.5%)
19 (18.6%)
16 (15.7%)
14 (13.7%)
2 (2.0%)

Table 2. Analysis category of teachers’ difficulty in teaching inquiry.
Domain

Category
Problem of the experiment itself
Experimental suitability

Textbook

Environment

Student

Teacher

Experiment composition
Inquiry time
etc
Problems in experimental apparatus
Prepar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Experiment preparation time
etc
Unperformed
Lack of ability to manipulate
Lack of ability to interpret result
Lack of understanding physics
etc
Lack of understanding physics
etc

Explanation
Physically incorrect experiments, experiments that are not well
implemented, experiments with many errors
Inquiries that are not appropriate for student level,
Lack of experimental guidance, lack of explanation of the inquiry
process
Lack of experiment time
etc
Poor experimental equipment, sensitivity of experimental apparatus
Difficulty in preparing experimental apparatus
A long time to prepare for the experiment
etc
Not performing of process of the experiment
Don’t manipulate experimental apparatus appropriately
Failed to associate experiment data with results
Don’t understand the physics involved in the experiment
etc
Don’t understand the physics involved in the experiment
etc

첫째,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기 어려운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둘째,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는 과
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2. 연구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
서는 총 9종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은 관찰, 조사,
실험, 자료 해석, 토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고
교과서마다 ‘탐구 활동’, ‘해보기’, ‘미니 탐구’, ‘작은 실험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과학교육과 관련된 활동 (예 : STEAM 연구회,
IDEA 교사 연구회, 교사연구모임 등)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
고 있는 중학교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0명, 기타
시도에 근무하는 교사는 33명이었다. 물리전공 교사는 35
명으로 34.3%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연령대, 학교
종류 (남, 여학교), 전공, 교직 경력 등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등 다양한 이름과 분량으로 탐구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중
학교 1∼3학년군의 내용 중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은 1
학년의 힘과 운동, 열과 우리 생활, 2학년의 빛과 파동, 일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3학년의 전기와 자기의 다섯 단원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각 단원마다 필수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총 18개의 탐구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 탐구
18개와 필수 활동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전압과 전류의
관계’ 처럼 전통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탐구
활동 4개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탐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탐구명은 결과와 함께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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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difficulty degree in teaching textbook physics inquiry.
Grade

1

2

3

Title of physics inquiry
Measurement the magnitude of elasticity
Addition of forces acting in the same or opposite direction
Addition of forces acting at an angle to each other
(Using video) Analysis of free fall motion
Finding net force acting on a constantly changing object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solid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liquid
Finding efficient insulating material
Lens making using water droplet and investigation of lens features and usage
Observation of transverse and longitudinal wave
Observation of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water wave
Observation of wave pattern of instrument using sound analysis program
Work in use of a lever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of falling object
Energy conversion and conservation
Investigation of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energy
Relation of voltage and current
Serial connection and parallel connection of the resistor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used in electric appliances
Observation of magnetic field around a straight wire
Force acting on a wire in the magnetic field
Principles of motor and generator

Easy ← → Difficult
1
2
3
4
5
40 21 25 8
1
41 31 14 6
3
18 19 27 25 5
8
18 29 25 15
4
10 21 35 23
25 27 24 14 4
22 32 25 13 2
9
19 29 29 7
7 21 17 34
13
38 22 24 10
0
4
7 22 44
17
7
20 21 26
19
12 29 36 14
5
3 12 29 27
25
9 10 38 24
15
26 25 29 12
3
28 24 32 13
0
22 21 31 19
4
17 24 28 18
8
13 18 27 31
7
10 26 31 23
6
7 15 30 33
11

Ave.
2.0
1.9
2.8
3.2
3.7
2.4
2.4
3.1
3.3
2.1
3.7
3.3
2.7
3.6
3.3
2.4
2.3
2.6
2.7
3.0
2.9
3.3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22

교사들이 서술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의미 단위별로 나

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들에게 설문을

누어 각 범주별로 구분하였고, 전체 탐구에 대해서 예시와

통하여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각 탐구에 대해서 지도하기

함께 비율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응답에는 여러 범주의 내

쉽고 어려운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용으로 탐구 지도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바탕으로 각 탐구별로 어려워하는 정도를 교사들의

총합은 교사 수보다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 구분, 나이, 전공, 교직 경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탐구 지도에서의 어려움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분석하였다.

탐구의 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에서는 교사들에게 자신이 응답한 탐구 중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탐구 2개를 선택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III. 연구 결과

를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응답한 탐구
지도에서의 어려운 이유를 교과서 영역, 환경 영역, 학생
영역, 교사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과서 영역에는 실험

1. 과학 교사들의 중학교 탐구 지도의 어려운 정도

자체가 지니는 문제, 학생 수준과의 적합성, 교과서의 실험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에 대해서

구성에서의 문제, 실험 시간의 문제 등으로 구분하였고,

지도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정도를 정리하여 Table 3

환경 영역은 실험 장치의 문제점, 실험 장치나 재료 준비에

에 제시하였다.

서의 어려움, 실험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생

중학교 과학 교사들은 총 22개 탐구에 대해서 지도하기

영역은 학생의 탐구과정 미이행, 학생의 수행 능력 부족,

어려운 정도로 평균 2.9를 나타내어 보통 수준의 응답을

결과 해석 능력 부족, 실험 이해 부족 등으로 구분하였고,

하였다.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어려운 정도가 3.0 이상인

교사 영역은 이해 부족과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

탐구는 총 3개였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물체에 작용한

와 범주에 대한 설명은 Table 2와 같다.

알짜힘 구하기’ 가 3.7로 가장 높았고, ‘(동영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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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iculty level of different groups of science teachers.
Inquiry title
Measurement the magnitude of elasticity
Addition of forces acting in the same or
opposite direction
Addition of forces acting at an angle to
each other
(Using video) Analysis of free fall motion
Finding net force acting on a constantly
changing object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solid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liquid
Finding efficient insulating material
Lens making using water droplet and
investigation of lens features and usage
Observation of transverse and longitudinal wave
Observation of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water wave
Observation of wave pattern of instrument
using sound analysis program
Work in use of a lever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of falling
object
Energy conversion and conservation
Investigation of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energy
Relation of voltage and current
Serial connection and parallel connection of
the resistor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used in electric
appliances
Observation of magnetic field around a
straight wire
Force acting on a wire in the magnetic field
Principles of motor and generator
Average

Gender
Major
Teaching career year
Male Female
t
Physics Non-physics
t
∼5 5∼15 16∼
F
2.19
2.00
0.72
1.79
2.18
-1.72 1.86 1.90 2.18 0.90
2.14

1.88

1.01

1.79

2.02

-0.99 2.07 1.61 2.10 2.21

3.25

2.66

1.99*

2.78

2.79

-0.02 3.00 2.16 3.12 7.33*

3.57

3.12

1.56

3.48

3.10

1.53

3.00 3.10 3.36 0.76

3.67

3.68

-0.05

3.79

3.64

0.61

3.54 3.50 3.82 0.92

2.60
2.55
3.00

2.36
2.32
3.08

0.80
0.85
-0.29

2.38
2.34
3.19

2.46
2.39
3.03

-0.33 2.43 2.45 2.39 0.03
-0.21 2.36 2.48 2.31 0.27
0.65 3.14 2.97 3.10 0.18

3.50

3.21

0.97

3.34

3.25

0.34

2.10

2.05

0.17

2.06

2.07

-0.03 2.07 2.03 2.08 0.02

3.75

3.65

0.40

3.58

3.73

-0.72 3.67 3.87 3.54 1.02

3.35

3.32

0.11

3.18

3.42

-0.90 2.93 3.55 3.30 1.28

2.76

2.68

0.32

2.63

2.75

-0.55 3.13 2.41 2.76 2.76

3.57

3.63

-0.20

3.34

3.80

-2.00* 3.80 3.50 3.63 0.39

3.38

3.24

0.50

3.29

3.27

0.08

3.13 3.25 3.33 0.17

2.40

2.37

0.09

2.50

2.33

0.70

2.00 2.47 2.44 1.04

2.38

2.29

0.36

2.20

2.38

-0.80 2.38 2.21 2.36 0.26

2.71

2.58

0.47

2.49

2.67

-0.75 3.23 2.35 2.62 2.80

3.14

2.64

1.73

2.83

2.73

0.39

2.76

3.08

-1.11

2.80

3.13

-1.34 2.85 2.94 3.10 0.33

2.57
3.24
2.94

2.97
3.28
2.82

-1.51
-0.15

2.60
3.34
2.81

3.07
3.25
2.88

-2.05* 3.46 2.82 2.78 2.19
0.40 3.69 3.03 3.32 1.86
�
2.91 2.73 2.91

3.38 2.83 3.52 3.28*

2.85 2.61 2.82 0.35

∗p < .05

자유 낙하 운동 분석’ 이 3.1, ‘효율적인 단열재 찾기’ 가 3.1
이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어려운 정도가 3.0 이상인
탐구는 총 8개 중 5개로 다른 학년의 탐구보다 많이 있었다.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관찰’ 이 3.7로 가장 높았고, ‘낙하하
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이 3.6, ‘물방울을
이용한 렌즈 제작과 렌즈의 특징 및 이용 조사’,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기의 파형 관찰’, ‘에너지 전환과 보
존’ 등이 3.3이었다.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는 3.0 이상인

탐구가 2개로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 가 3.3,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관찰’ 이 3.0이었다.
영역별로 구분하면 파동 및 광학 영역에서 총 4개 탐구
중 3개가 3.0 이상으로 평균 3.1을 나타내 가장 어려운 영
역이었다. 역학은 총 9개 탐구 중 4개가 3.0 이상으로 평균
2.8이었으며, 전자기학도 총 6개 중 3.0 이상이 2개로 평균
2.8이었고, 열역학은 3.0 이상이 1개로 평균 2.6이었다.
교사들의 정보에 따른 탐구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성별,
전공별, 교직 경력 등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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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st difficulty physics inquiries to teach.
Grade

1

2

3

Inquiry title
Measurement the magnitude of elasticity
Addition of forces acting in the same or opposite direction
Addition of forces acting at an angle to each other
(Using video) analysis of free fall motion
Finding net force acting on a constantly changing object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solid
Observation of heat transfer in a liquid
Finding efficient insulating material
Lens making using water droplet and investigation of lens features and usage
Observation of transverse and longitudinal wave
Observation of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water wave
Observation of wave pattern of instrument using sound analysis program
Work in use of a lever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of falling object
Energy conversion and conservation
Investigation of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energy
Relation of voltage and current
Serial connection and parallel connection of the resistor
Comparison of electric power used in electric appliances
Observation of magnetic field around a straight wire
Force acting on a wire in the magnetic field
Principles of motor and generator
etc
Total

No. of teachers
3
3
19
11
5
1
1
1
1
1
20
4
9
13
2
2
5
12
2
16
8
9
13
161

No. of description
3
39
22
10
3
3
1
1
3
39
7
21
27
0
2
12
20
2
36
14
12
20
297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남자 교사들은 2.94

합성’ 과 ‘물방울을 이용한 렌즈 제작과 렌즈의 특징 및 이용

였고, 여자 교사들은 2.82로,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조사’ 의 두 탐구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초임교사와 고경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물리 탐구 지도에 조금 더 어렵게 인

력교사들이 중간 경력 교사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었다.

식하고 있다. 전체 탐구 22개 중에서 남교사가 더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탐구는 17개였고, 이 중에서 5% 유의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2. 탐구 지도가 어려운 이유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이었다.
전공별로 보았을 때, 물리 전공 교사들은 2.81, 비전공

교사들이 가장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탐구와 그렇게

교사들이 2.8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물리 비

생각한 이유를 분석하여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공 교사들이 약간 더 물리 탐구 지도를 어렵게 인식하고

Table 5는 탐구별로 해당 탐구가 어렵다고 인식한 교사의

있었다. 전공별로 보았을 때, 화학 전공 교사는 2.88, 생명과

수와 그 이유를 의미단위수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학 전공 교사는 2.92, 지구과학 전공 교사는 2.85였다. 특히

Table 6는 교사들이 지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를 의미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탐구와

단위로 나누어 교과서, 환경, 학생, 교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탐구의 경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물리 비전공 교사들이
물리 전공 교사보다 더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으로 구분하였을 때, 5 년 이하의 초임 교사

1) 교과서 영역

(2.91) 와 16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 (2.91) 들이 6년 이상∼15

전체적으로 교과서와 관련하여 탐구 지도가 어렵다는 이

년 이하의 중간 경력 교사 (2.73) 보다 더 큰 어려움을 나타

유를 응답한 사례는 모두 107개 (36.0%) 로 전 영역 중에서

내었다. 특히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가장 많았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자체가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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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result of teachers’ difficulty reason in teaching physics inquiry.
Domain

Textbook

Environment

Student

Teacher

Category
Problem of the experiment itself
Experimental suitability
Experiment composition
Inquiry time
etc
Problems in experimental apparatus
Prepar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Experiment preparation time
etc
Unperformed
Lack of ability to manipulate
Lack of ability to interpret result
Lack of understanding physics
etc
Lack of understanding physics
etc
Total

다는 응답이 49개로 가장 많았다. 실험에서의 문제를 지적
한 탐구는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관찰’ 탐구에서 학교에서
실험을 통해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4명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레를 이용할
때의 일’ 탐구에서 2명,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탐구에서는 6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교사는 이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차의 요인에 의해 탐구의 결과로부터 이론을 확인하거나
유도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함께 탐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이 교사의 의견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러 오차의 요인들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낙하 전과 낙하 후의 역학적 에너
지가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차의 요인들 때문인데
· · · .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는 정확하고 분명한 수치의 측정이 힘들기 때
문에 실험을 하더라고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념을 확고히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 에 대해 3명,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에 대해서 3명의 교사가 교과서 탐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지의 개수를 규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전

49
23
13
11
11
36
41
3
6
7
47
9
31
2
6
2

No. of description
16.5%
7.7%
4.4%
3.7%
3.7%
12.1%
13.8%
1.0%
2.0%
2.4%
15.8%
3.0%
10.4%
0.7%
2.0%
0.7%
297

Sub-total

107 (36.0%)

86 (29.0%)

96 (32.3%)

8 (2.7%)

압과 전류의 측정값으로 비례하는 관계의 결론을 얻기에는
측정값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는 의견처럼 교과서에 제
시된 것처럼 탐구 (전압과 전류의 관계) 를 수행하였을 때,
전압과 전류 사이의 비례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곤 한다. 또한 “각각의 니크롬선의 저항을 구하고
더한 값과 실험을 통해 구한 합성 저항 값이 일치 하지 않
아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저항의 합성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 는 의견처럼 여러 오차에 의해 측정 결과가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을 때 탐구수업을 진
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전지를 하나씩 추가로 연결하여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전지의 단자
전압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건전지를 직
렬로 연결하면 전지에 의한 내부저항이 증가한다. 따라서
건전지를 추가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교과서에서는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단자전압을 일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원 장치를 사용하는 실험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원 장치를 충분히 보유하
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금속 저항의
저항값이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
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전기 탐구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물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전자기 관련 내용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들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 [16–19]이 많이 있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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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1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탐구는 ‘두 힘의
합성’ 이었다. 특히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에서 많은 지도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실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도 4개가 있었다. 교과서
에서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합력을 구할

2) 환경 영역
환경 영역에서 실험 장치 및 준비물의 불량이나 실험 장
치의 민감성 등과 같이 ‘실험 장치’ 범주에 대해서 모두 36
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실험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수 있지만, 용수철을 이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에는 여러

관찰’ 로 모두 10개가 제시되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늘어난

렀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형 나침

길이가 선형으로 비례하는 구간이 특정 구간에 정해져 있는

반을 사용한다. 이때 나침반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문제점도 있고, 용수철과 바닥 사이의 마찰, 용수철이 늘어

되면 나침반 자석끼리 자화되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지면서 완전한 2차원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곤 한다. 이 현상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실험의 결과가 이론과 일치하지 않게

나침반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유발된다. 소형 나침반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겹쳐서 보관하게 되어 나침반의 N극과 S극이 서로 뒤바뀌

관찰’ 에서 7명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지구 자기장에 의한

는 경우도 있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거나

효과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으로

직선 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의 세기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자기

자기장이 작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에서 5명의 의견이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이론으로 제시되는 자기장의

제시되었는데, 교과서에서 의도한 것처럼 실험의 결과가 잘

모습을 실험 결과로부터 얻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했다.

‘실험 적합성’ 에 대한 의견은 모두 23개가 제시되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 제시된 탐구는 ‘두 힘의 합성’ 으로

대부분 탐구의 수준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구성되지 않았

모두 7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탐구는 교과서 영역의

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자유 낙하 운동 분석’ 에서는 모두 6
명의 교사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자유 낙하 운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구간별 시간과 이동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속력, 가속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실험의 구성 문제’ 에 대해서는 모두 13개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거
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보다 더

‘실험 자체의 문제’ 범주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험 장치와 재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모두 41 개가 제시되어 환경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탐구는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관찰’ 이었다. 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결파 투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물결파 투영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한 교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 활동을 제안하는 등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의
구성상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두 힘의 합성’ 탐구의

물결파 투영장치의 부피가 상당하고 학교에 모

과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구성의 문제점을 제시한 교사의

둠별 수만큼 구비되어 있지도 않아서 학생 실

의견이다.

험에 매우 어려움이 크다. 물결파 투영장치를
설치하고 물을 채우고 실험해서 다시 분해해서

실험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두 힘의 사이각을

넣어 정리하는 과정이 힘든 것에 비해 결과를

다르게 하여 두 번 정도만 실험하게 된다. 그 후

보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아서 영상을 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청하는 쪽으로 지도하고픈 마음이 많이 드는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각도에 따라

실험이다.

달라진다.’ 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본다. 각
모둠마다 사이각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다양한
측정값을 비교해보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
해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결파 투영 장치는 물리 실험 장치 중에서 부피가 가
장 큰 실험 장치이다. 모둠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6대 이상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간의 실험 준비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보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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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물결파 투영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학교에 실험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탐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낙하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탐구에서는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이 제시된 교과서가 있는데, 충분한 수의 장
치를 학교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탐구를 진행하는데 어려
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유낙하 운동 분석’ 탐구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유 낙하 운동을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탐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촬영은 가능하지만, 실
험실에는 충분한 수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할 수 없는 환경이다. 실험 결과의 분석을
위해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수업 중에 이동을
하는 어려움과 매 실험마다 컴퓨터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당 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3) 학생 영역
학생 영역으로는 총 96개 (32.3%) 의 의견이 제시되었는
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범주는 학생들의
‘조작 능력 부족’ 으로 총 47개 (15.8%) 의 의견이 제시되었
다. 학생들이 실험 도구를 탐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히 이동 거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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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회로도와 집
게달린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전기 회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교과
서에 있는 회로도 그림은 직각으로 꺾이고 직
선이지만 집게달린 전선은 딱딱한 직선이 아닌
것에 약간 이질감을 느낀다. 또한 전압계와 전
류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단자에 집게달린
전선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병렬연
결시 전선을 하나의 전선에 여러 개의 전선을
연결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낀다. 전압계와 전류
계의 수치를 단위와 함께 읽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의견은 학생들의 ‘실험 이해 부족’
으로 모두 31개 (10.4%) 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해당 탐구와 관련된 물리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 실
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관찰’ 탐구에서는 모두 5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
거나 실험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동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 탐구에서는 전동기를 만드는
것은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지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나타내 탐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학생들의 ‘과정
미이행’ 은 총 7개, ‘결과 해석 능력 부족’ 에 9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하는 과정 (지레를 이용할 때의 일) 이나, 용수철저울의
눈금을 읽는 부분 (두 힘의 합성) 에서의 어려움과 같이 기초
탐구 능력에 해당하는 측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각도기로 특정 각도를 맞추는 과정 (두 힘의 합성),
용수철저울의 사용 (두 힘의 합성), 나침반의 사용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등과 같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시간기록계의 사용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전압계,

4) 교사 영역
교사 영역에는 모두 8개 (2.7%) 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6개가 교사가 탐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었다. 특히 물리를 전공하지 않는 교사들이 의
견을 제시하였는데, 탐구와 관련된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전류계의 사용 (전압과 전류의 관계), MBL 실험 장치의
사용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등과

IV. 결론 및 시사점

같이 실험 장치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회로 연결의 수행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이나
전동기 만들기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 와 같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탐구에서 가장 많은 9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한 교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 학습에서 탐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
들이 수업에서 탐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물리 탐구 지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들이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정도와 어려워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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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느끼는 교과서 물리 탐구에 대해서
지도하기 어려운 정도는 보통 수준이며, 여러 탐구 중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 구하기’, ‘물
결파의 반사와 굴절 관찰’,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 등의 탐구에서 특히 어려움을 나타냈다.
물리 탐구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여교사보다 남교
사가, 물리 전공 교사보다 물리 비전공 교사들이, 중간 경력
교사보다 초임교사와 고경력 교사들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탐구 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교과서와 관
련한 의견으로는 실험 자체가 갖는 문제 즉, 물리적으로
이론과 차이가 있는 실험이나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구
현되지 않는 실험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실험이 제시되었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환경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실험 기기와 재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실험 장치 및 준비물의 불량에 의한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실험 기기 조작 능력이 부족함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이 탐구와 관련된 물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사가 탐구의 물리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 탐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탐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연구와 함께 이를 교과서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탐구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서’ 영역에서 제시한 내용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가
잘 수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각 탐구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결과는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교과서는 1학년 교과서가 출판 완료되었고,
2학년 교과서는 검정 심사 중이며, 3학년 교과서는 각 출
판사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출판이
완료되지 않은 교과서의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개발된 교과서의 탐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탐구별 심충연구의 결과는 차기 교육 과정 개발이나 교
과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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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탐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구의 개발과
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중학교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새롭게 개
발되는 교과서에는 새로운 탐구가 소개되고 있고,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IT기기 (모바일 기기 포함)
를 활용한 탐구가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에 필요한 실험 도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나 IT
기기를 학교 실험실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요구된
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맞추어 실험실 교구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을 수행
하는데 적절한 교구를 개발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한다.
셋째, 예비 교사 교육과 중학교 교사의 연수를 통해 물리
탐구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 교사의 양성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 교사 임용 시험도 각 영역별로 진행되어 물리를 전공
하지 않은 교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물리 학습 이후에
물리를 학습하지 않고 중등학교 교사가 된다. 그런데 중학
교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지도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물리 내용과 물리 실험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중학교 물리 탐구 학습
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연계 전공으로 공통 과학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년 동안
임용 시험에서 공통 과학 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공통 과학
교사 자격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예비 교사들이 많다. 또한
예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들의 물리 실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예비 교사 과정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물리 및 물리 탐구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 실험 연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교 교사를 위한 물리 실험 안내 교수 학습 자
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 학습 자료에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의 의미, 수행 방법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하다.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교사용 지도서가 같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탐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다.
특히 교사들이 탐구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실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물론 탐구에 따라서는 실제 물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탐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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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여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이 때문에 실험의 결과가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는

[5] J. J. Wellington,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한 탐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탐구를 수행할 수 없는

[6] K. Seo, Asian J. Educ. 6, 1 (2005).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형태와 내용의 탐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9] H. Kim, H. Yoon, K. Lee and H. Cho, Secondary

(Routledge, New York, 1998), pp. 3-15.
[7] H. Yoon, J. Korean Assoc. Sci. Educ. 25, 9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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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Research 58, 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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