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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pplied the scientific literacy model to analyze how scientific literacy is reflected in
the physics achievement standards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As a result,
among the 107 achievement standards, only 3% reflected public relations, and most of the inquiry
skills(76%) achievement standards were basic inquiry skills. For the contents outside the science,
27% included daily life and technology, but no other outside contents. Achievement standards were
described as competency-based, but 78% were ‘explanation’ or ‘search’. More diverse and high-level
competencies were found to be lacking. However, the NGSS(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contents and the scientific literate person by NSTA(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were
found to reflect science literacy appropriately. we suggest, with examples, that the physics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so that scientific literacy is adequately reflected in achiev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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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물리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과학적 소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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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 모델을 적용하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물리내용 성취기
준에 과학적 소양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7개의 성취기준 중 공적
관련성이 반영된 것은 3%에 불과하였고, 탐구기능의 대부분이 기초탐구기능 (76%) 이었다. 과학 외적인
내용으로는 27% 정도가 일상생활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외의 다양한 과학 외적 내용은 없었다.
또한 성취기준들은 역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나, ‘설명’과 ‘조사’가 대부분으로 (78%)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미국 과학교사 협회(NSTA: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의 과학적 소양인이나 미국의 차세대 과학기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의 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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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소양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물리교육과정에서도 성취기준에 과학적
소양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예와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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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물리교육과정, 성취기준, 과학적 소양

I. 서론
미국에서 과학적 소양을 과학교육의 기본 목표로 강조한
이래 [1],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 제 7차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 ‘과학적 소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교육과정에서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3].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4–6].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
역에서 제시한 ‘성취기준’들이 과학적 소양의 주요 특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성취기준’은 학생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6], 학생들이 교과목에서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이며 [7], 교
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8]. 성취기준이
수업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여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므로
[9],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소양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과학적 소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
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과학적 소양의 정의와 의미를 분석
하거나 [10–12],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 [13–15], 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에
진술된 과학적 소양의 요소를 분석하거나 [16–18],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나 활동이 과학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 [19,20]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들 중에서 과학적 소양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과학적 소
양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희정 등 [18]은 제 7차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과학적 소양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지식으로서의 과학’이나 ‘탐구과정으로서의 과학’
의 내용에 비해 ‘사고의 과정으로서의 과학’과 ‘STS 상호
작용’의 내용이 매우 적은 분량으로 포함되어,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과학적 소양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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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와 여성희 [21]는 ‘과학지식’, ‘STS’, ‘과학의 과정’
으로 과학적 소양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2009 개정 고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과학 글쓰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
제에 따라 강조되는 과학적 소양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문공주 등 [17] 은 최경희 등 [12]이 제안한 21세기 과학적
소양의 3개 하위 영역인 ‘과학적 사고 습관’, ‘과학에서의 가
치관’, ‘과학 본성의 이해’에 대해 개발된 평가 도구를 사용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과학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과학적 사고 습관’에 관련된 내용에
비해 ‘과학에서의 가치관’과 ‘과학의 본성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4가지 영역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영희 등 [1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교과서가 과학적
소양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저학년인
3, 4학년 교과서는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영역이 미흡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와 전영석 [2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상활 맥락에서의 관찰을 강조한 STEAM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손연아 등 [22]은 제 6차부터 2009 개정까지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과학교육전문
가, 현직교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조사 대
상자들은 과학적 소양을 함양해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특히 과학
사의 도입에 대해서는 수업의 흥미유발이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와 관련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조광희 [23]는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탐구 활동 진술문의 서술어를 분석하였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설명한다’가 가장 많이 사용한
동사로 조사되었다. 송은정 등 [24]은 2009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에 사용된 서술어를 분석하여, ‘안다’와 ‘이해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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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안다’
라는 서술어는 ‘기술하기’, ‘회상하기/인식하기’, ‘관련짓기’
등으로, ‘이해한다’는 ‘설명하기’, ‘관련짓기’, ‘기술하기’ 등
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에 대해서 국어교육 전공자와 과학교육 전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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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physics in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Integrated
PhysicsⅠ PhysicsⅡ
Sum
Science
Grade 3 4 5 6 7 8 9
10
11
12
Number 6 8 7 8 8 7 6
7
23
27
107
Subject

Science

해석의 차이를 비교한 송은정 등 [25]의 연구에 의하면, 국
어과에서는 ‘설명’이라는 용어를 정의, 예시, 열거, 비교, 대
조, 분석, 분류 등 여러 가지 설명 기법을 모두 포함하는 큰

예를 들어, 과학적 소양이 과학 교육과정에서 주요 목표

개념으로 쓰이는 반면, 과학과에서는 ‘설명’이라는 용어를

로 강조되어 왔지만, 영국 [32]이나 호주 [33], 또는 캐나다

국어과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주로 ‘묘사하기’의 하위

[34] 등에서도 과학적 소양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잘

항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과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차세대 과학 기준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

(NGSS, 2013) 을 비교 분석한 연구 [26, 27]에서는, 미국

육과정 중 물리 영역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 과학적 소양을

의 차세대 과학 기준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비해 다양한 행위동사를 사용하고 사용빈도 역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백남진 [27]은 한국의 2009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차세대 과학 기준 (NGSS) 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2009 개정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수행 기준이 아닌 내용 중심 진술의 경향을 보
였다는 결과와 함께 다섯 가지 성취기준 진술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학생이 달성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며, 둘째, 성취 기준을 진술하기 위해
서는 교과의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셋째,
성취기준은 지식과 기능 차원이 연결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학년에 걸쳐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종원 [10]의 과학적 소양 모델 (MSL: Model of
Scientific Literacy)을 이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물
리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분석한다.
둘째, 과학적 소양의 요소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NSTA
[35]의 과학적 소양인에 대한 과학적 소양 요소 및 NGSS
[36]의 과학적 소양 요소와 비교한다.
셋째, 물리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소양의 부족한 측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또한 넷째,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성취기준의 양을 적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취기준을

II. 연구 방법

통해 지식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도록 지식들이 구조화되어
야 한다.
동효관 등 [26]도 중학교 ‘생명과학’ 내용을 대상으로 미

1. 분석 대상

국의 차세대 과학 기준 (NGSS) 의 수행기대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담긴 내용 요소 및 교육 목
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주로 개념적 지식과 ‘이해하다’의 인지 과정을 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차세대 과학기준 (NGSS) 의 수행기대는 개념
적 지식 이외에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적용하
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 ‘창안하다’ 등의 다양한 인지
과정을 교육목표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으로「교육부 고시 제2015-74
호」로 고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즉, 공통 교육
과정인 ‘과학’ 교과목과 선택 중심 교육과목 중 공통 과목
에 해당하는 ‘통합과학’, 그리고 일반�진로 선택 교과목의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 기술된 성취기준 중 물리내용과

이처럼 오랫동안 과학적 소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

관련된 성취기준 107개를 분석하였다(Table 1). 2015 개정

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소양이 무엇인지를 말할

과학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 ∼ 4학년과 5 ∼ 6학년, 중학

때, 이에 대한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채

교 1 ∼ 3 학년과 같이 학년군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면이 있고 [10,28–31], 과학적 소양이

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5

과학교육과정이나 학교 과학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잘 반영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집필된 교과서에 포함된

되어 있지 못하다는 분석도 많이 있어 왔다.

단원을 기준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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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xamples of analysis of scientific literacy in achievement standards [36].
Relevance

School
level

Achievement standard

Grade

Elementary
school

[4science 09-01] You can search
examples of measuring the
weight of objects in your daily
life and explain why you need to
weigh them.

Scope
In
Concept Inquiry

Out

Competency
Cog./
Per./
Mind
Exe.

Personal

Public

4

personal
activity

-

weight

-

measurement
of weight
in daily life

-

search,
explain

Middle
school

[9science 15-02] You can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two object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reach thermal equilibrium, using
time-temperature graphs.

8

personal
activity

-

thermal
equilibrium

use of
graph

-

-

explain

High
School

[10integrated science 09-04] You
can evaluate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improvemen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solar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lv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10

-

global
environment

alternative
energy

-

technology
of alternative
energy

-

problem
solving,
evaluation

구에 기초하여 Fig. 1과 같은 과학적 소양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Fig. 1의 과학적 소양 모델은 3개의 축 (연관성, 범위, 역
량)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관성 (relevance) 은 개인적 연
관성(개인의 발전, 흥미, 호기심, 요구와 필요성, 안전 등)과
공적 연관성(국가 발전, 공공의 안전, 자연/환경 보존, 에너
지 절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위(scope)는 과학 안(과
학 지식, 법칙, 원리 등과 과학적 탐구기능 및 사고기능) 과
과학 밖(일상생활, 공학/기술, 과학사/과학철학, 과학언론,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역량(competency)은
인지/마음 (알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인식하기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함께 선호하기, 믿기, 태도 갖추기 등의 정
의적 측면) 과 수행/실천 (과학 탐구 수행하기, 의사소통/
Fig. 1. Model of scientific literacy [10].

논쟁하기, 의사결정하기, 지원/투자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 방법
1) 분석틀
박종원 [10]은 과학적 소양의 합일된 관점을 제공하기 위
해 과학적 소양의 구성 요소를 제안한 연구들 [12,37–41]과
과학적 소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한 연구들 [12, 28, 42–
45]을 포함하여 즉, 과학적 소양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연

2) 분석 과정
각각의 성취기준에 과학적 소양 모델의 6개 요소가 어떻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Table 2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
다. 이때, 범위의 ‘과학 안 (inward science)’에는 과학 개념
과 탐구기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탐구기능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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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ientific literacy in physics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Relevance

0
0
0
0
0 (0%)

Concept
6
8
7
8
29 (100%)

Inquiry
5
5
5
5
20 (69%)

2
2
4
4
12 (41%)

Competency
Cog.
Per.
/Mind
/Exe.
0
4
0
7
0
6
1
7
1 (3%)
24 (83%)

8
7
6
21 (100%)

0
0
0
0 (0%)

8
7
6
21 (100%)

6
4
5
15 (71%)

1
2
1
4 (19%)

3
3
1
7 (33%)

6
7
4
17 (81%)

10
Sum(n = 7†)

4
4 (57%)

3
3 (43%)

7
7 (100%)

1
1 (14%)

4
4 (57%)

2
2 (29%)

6
6 (86%)

11
12
Sum(n = 50†)

23
27
50 (100%)

0
0
0 (0%)

23
27
50 (100%)

7
11
18 (36%)

6
3
9 (18%)

5
4
9 (18%)

21
21
42 (84%)

104 (97%)

3 (3%)

107 (100%)

54 (50%)

29 (27%)

19 (18%)

89 (83%)

School level

Grade

Scope

Pe

Pu

Elementary school

3
4
5
6
Sum(n = 29†)

6
8
7
8
29 (100%)

Middle school

7
8
9
Sum(n = 21†)

High school
(Integrated)
High school
(Physics)

Sum(n = 107†)

In

Out

† Number inside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과학 안’을 2개 항목 즉, ‘개념’
과 ‘탐구기능’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구자 2인이 각각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
였고, 서로 다른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수정하
였다. 연구자 2인의 합의된 결과는 다른 과학교육전문가 2
인에게 다시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분석 결과가 14건 있었는데, 이 부분
은 연구자 2인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과학적 소양 모델의 6개
요소별 빈도수를 학년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관련
성과 과학 안 범위의 ‘과학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논의하였다. 여기에
서 2개의 항목을 제외한 이유는 개인적 관련성은 이에 대한
특별한 특징이 없었기 때문이고, 과학 개념은 구체적인 분
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 결과

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대한 과학적 소양 요소 분석
Table 3과 같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
역으로 제시된 107개의 성취기준에 대해서 과학적 소양
모델의 6개 요소의 반영 정도를 분석한 결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공적 관련성’이 3%에 불과하였고, ‘과학 내’의
요소로 탐구기능은 50%가 성취기준에서 표현되었고, ‘과학
외’ 요소가 표현된 경우는 27%이었다. 그리고 ‘역량’ 요소
에 대해서는 ‘인지/마음’ 요소는 18%인 반면, ‘수행/실행’
요소는 83%가 표현되었다. 요약하면, 2015 개정 물리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에는 공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었고, 절반의
성취기준에 탐구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 외적인 내용
은 약 1/4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취기준은 대부분
(약 83%) 수행 및 실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학교급 또는 학년별로 볼 때, 차이를 보이
는 측면이 있었다. 즉, 공적인 관련성은 전 학년 중 10학년
통합과학에서만 제시되어 있었고, 통합과학 내에서 비율을
볼 때 약 43%가 제시되어 있어, 통합과학에서만 공적인 관
련성이 고르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탐구기능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6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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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s of ‘public’ in ‘relevance’ in achievement standards [36].
Grade
10

Content of ‘public’
Safe (electric) power transport, Solv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71%로 거의 비슷하게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
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이 14%, 물리학 Ⅰ, Ⅱ가
3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수행 및 실행
중심의 성취기준 서술은 전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2. 과학적 소양의 요소별 내용 분석
1) 과학적 소양의 ‘공적 관련성’에 제시된 내용 분석
공공의 목적이나, 공공의 안전, 발전, 환경 및 에너지의
보존 등 공적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전체 성
취기준 107개 중에서 3개(3%)에 불과하였고, 이는 모두 10
학년에서만 제시되었다 (Table 3).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 환경, 문명의 발전에 대한 것이었다 (Table 4).
사실 과학교육에서 공적인 내용의 필요성은 과학관련 사
회적 쟁점(SSI: Socio-Scientific Issues) 교육에서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박현주와 김나형 [46]은 2001년∼2016년
사이에 발표된 123개의 SSI 프로그램의 내용과 주제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물리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면, 빛
공해, 댐 건설, 소음 공해, 오존층 파괴, 로봇의 개발, 우주
항해, 우주 탐사선, 자율 자동차, 가상현실, 레이저 의료,
전기 과소비, 원자력 발전, 핵사고, 대체 에너지, 과속과 교
통사고, 전자파 피해, 급발진 사고 등과 같이 개인적 관련성
뿐 아니라, 공적 관련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공
적 관련성이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관련 연구에서도
강조해 왔지만,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의
성취기준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2) 과학적 소양의 ‘내적 범위’에 제시된 탐구기능 분석
과학적 소양의 ‘범위’에서는 과학 개념과 지식 및 이론뿐
아니라, 과학적 탐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과학
적 탐구기능은 54개 (50%) 의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는
데(Table 3), 구체적인 탐구기능의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탐구기능의 유형이 8개 정도에 불과하
였고, 이를 SAPAⅡ (Science A Process Approach, 1990)

에서 제안하고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반영했던,
기초탐구기능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론)과 통합탐구기
능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
반화) 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초탐구기능은 51개 (76%)
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통합탐구기능은 16개(24%)만 제시
되어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초등과정에서는 4%
만이 통합탐구기능이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통합탐
구기능은 각각 27%와 4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합탐
구기능에 자료해석 외에 다른 통합탐구기능은 없었다.
물론, 실제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탐구활동에는 다양한
통합탐구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김미정 등 [47]이 9종의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포함된
생명과학 분야의 탐구활동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탐구활동에 포함된 탐구기능들은 추
리와 관찰, 및 분류 기능과 같은 기초탐구기능이 대부분이
었고, 통합탐구기능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성취기준뿐 아니라, 실제 과학교과서에서도 통
합탐구기능들이 다양하게 잘 도입되고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과학적 소양의 ‘외적 범위’에 제시된 내용 분석
과학적 소양 모델 [10]에서는, 학습 내용의 범위에서 과학
내적인 내용 (개념 및 탐구기능) 뿐 아니라, 과학 외적인 내
용(일상생활, 공학/기술, 과학사/과학철학, 과학언론, 윤리
등) 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07개 성취기준
중에서 과학 외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29
개 (27%) 에 불과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주로 일상생활 (22개, 69%) 과 기술 (10개, 31%) 에만 한정
된 것이었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대부분 (92%, 100%) 이 일상생활이었고, 고등학교 과정에
서는 일상생활 관련내용이 6개, 기술관련 내용이 9개였다.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문헌들에 의하면, 과학적 소양은
미래 이공계 진출을 하지 않을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학 내적인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
양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소양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과학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비판하기도 한다 [29,31,48]. 이는
과학 교육과정에서 과학 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학적 소양에서도 기
초과학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38, 49, 50]. 그러나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내적인 내용뿐 아니라,
STS, NOS, 과학 윤리나 과학 언론 등의 내용을 통해서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적인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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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quiry skills in ‘in’ of ‘scope’ in achievement standards.
Grade
Elementary
school

3
4
5
6
sum(n = 29†)

Inquiry skills
Observe(4), compare/classify(2)
Observe(3), compare(2), measure(1)
Observe(4), compare(2), measure(1), calculate*(1)
Observe(4), compare(2)
Observe(15), compare/classify(8), measure(2), calculate*(1)

Middle
school

7
8
9
sum(n = 21†)

Observe(1),
Observe(2),
Observe(1),
Observe(4),

High
school

10
sum(n = 7†)
11
12
sum(n = 50†)

infer(1)
infer(1)
Observe(1), classify(4), predict(2), calculate*(2)
Observe(2), measure(4), predict(1), calculate*(9)
Observe(3), compare/classify(4), measure(4), predict(3), calculate*(11)

compare/classify(4), measure(1)
compare(1), use graph*(1)
predict(1), use graph*(2), analyze(interpret data)*(1)
compare/classify(5), measure(1), predict(1), use graph*(3), analyze(interpret data)*(1)

Observe(22), compare/classify(17), measure(7), infer(1), predict(4), use graph*(3),
analyze(interpret data)*(1), calculate*(12)

Sum(n = 107†)

* indicates integrated inquiry skills.
† Number inside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Table 6. Contents of ‘out’ of ‘scope’ in achievement standards.
Grade

Contents of ‘out’ of ‘scope’
daily life(2) - use magnet, reduce noise
daily life(2) - measure weight, use mirror
Elementary
daily life(4), technology(1) - estimate temperature, thermal insulation, compare speed, collision
school
5
safety
6
daily life(4) - use lenses, electricity saving and safety, use electromagnet, use energy effectively
sum(n = 29†) daily life(12), technology(1)
3
4

Middle
school

High
school

7
8
9
sum(n = 21†)

daily
daily
daily
daily

life(1) - use elasticity
life(2) - connect electric resistances, use air conditioning equipment efficiently
life(1) - use electric energy
life(4)

10
daily life(2), technology(4) - collision safety, electricity safety, alternative energy, renewable energy
sum(n = 7†) daily life(2), technology(4)
daily life(3), technology(3) - reduce impulse, use magnetism produced by electric current, apply
11
electromagnetic induction, optical communication, video recording, electron microscope
12
daily life(1), technology(2) - stability of structure, electronic device, antenna
sum(n = 50†) daily life(4), technology(5)

Sum(n = 107†)

daily life(22), technology(10)

† Number inside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강조하고 있다 [51]. 그러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의 성취기준에는 다양한 과학 외적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4) 과학적 소양의 ‘인지적/정의적 역량’에 제시된 내
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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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ents of ‘cognition/mind’ of ‘competency’
in achievement standards.

거나 활용되는 예를 조사하는 경우가 107개 성취기준 중 88

Contents of ‘cognition/mind’ of
‘competency’
3
4
Elementary
5
school
6
know(1)
sum(n = 29†) know(1)

탐구 등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수행/실행(10개, 9%)이나,

Grade

개 (79%) 로 많았고, 적용이나 분석, 평가, 문제해결, 실험/
설계 및 제작과 같은 공학적 요소가 포함된 수행/실행(3개,
3%), 또는 토의나 발표와 같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행/
실행 (6개, 5%) 등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설명한다’가 가장 많이 사용한 동
사로 보고된 바 있어 [23], 이러한 특징이 교육과정이 개정
되면서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Middle
school

7
8
9
sum(n = 21†)

know(3)
know(1), understand(2)
know(1)
know(5), understand(2)

10
sum(n = 7†)
11
12
sum(n = 50†)

understand(2)
understand(2)
know(5)
understand(4)
know(5), understand(4)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과학적 소양뿐 아니라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6]. 즉, 과
학기술이 발달된, 복잡하고 다원화된, 상호연결이 긴밀하고
국제화된 미래 사회에서 학생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High
school

실질적인 실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52–55]. 이에 OECD
에서는 1990년대 말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Sum(n = 107†)

know(11), understand(8)

† Number inside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인지/마음 측면의 역량을 명시적
으로 표현한 성취기준은 19개 (18%) 로 적었다 (Table 3).
더구나 인지적 역량에도 알기(11개)와 이해(8개)로 2종류
밖에 없었으며, 전 과정에서 정의적 측면의 역량은 없었다
(Table 7). 과거의 경우와 비교하면, 2009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에서도 ‘안다’와 ‘이해한다’를 80% 이상 서술어로 사
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 [24], 이러한 특징이 새로 개정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56].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태도를 갖추는 데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실제적인 수행능력도 갖추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의 성취기준들이 역량 중심으로 기술된 것은 역량 중
심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과 ‘조사’ 외에 역량의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역량도 강조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별로 볼 때, 초등과정에서 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포
함한 성취기준은 1개이고,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는 11

6) NSTA 과학적 소양인과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에서의 과학적 소양 비교

개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역량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모두 ‘알기’와 ‘이해하기’였다.

오래 전에 강조된 내용이지만, 1982년 NSTA에서 과학
적 소양인의 특성을 13개로 제시한 바 있는데 [55], 그 내용
을 박종원 [10]의 과학적 소양 모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5) 과학적 소양의 ‘수행/실행 역량’으로 제시된 내용
분석

Table 9와 같다. 결과를 보면, 관련성의 경우에 개인적 관
련성 (62%) 외에 공적인 관련성이 38% 포함되어 있었고,
범위의 경우에는 과학 외 내용이 85%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실행적 역량을 성취기준에 명시한 경우는 89개

역량의 경우에도 인지/마음관련 역량 (85%) 외에 수행/실

(83%) 이었고 (Table 3),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Table 8),

행 역량이 38%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13개 특징

설명 (64개, 57%) 과 조사 (24개, 21%) 가 가장 많았다. 즉,

속에 과학적 소양의 다양한 측면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포

과학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

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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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ents of ‘performance/execution’ of ‘competency’ in achievement standards.
Grade
3
4
5
6

Elementary
school

sum(n = 29†)

Contents of ‘performance/execution’ of ‘competency’
explain(3), search(1), discuss(1)
explain(5), search(3), evaluate(1), design(1), make(1), describe(1)
explain(3), search(4), present(1)
explain(2), search(2), make(1), discuss(2), express by picture(1)
explain(13), search(10), evaluate(1), design(1), make(2), discuss(3), present(1),
express by picture(1), describe(1)

Middle
school

7
8
9
sum(n = 21†)

explain(4), search(1), experiment(1), express by picture(1)
explain(5), search(2), inquiry(1), discuss(1)
explain(4)
explain(13), search(3), experiment/inquiry(2), discuss(1), express by picture(1)

High
school

10
sum(n = 7†)
11
12
sum(n = 50†)

explain(1), search(2), analyse(1), evaluate(2), solve problem(2), discuss(1)
explain(1), search(2), analyse(1), evaluate(2), solve problem(2), discuss(1)
explain(18), search(8), inquiry(1)
explain(19), search(1), apply(1), express by picture(2)
explain(37), search(9), apply(1), inquiry(1), express by picture(2)

Sum(n = 107†)

explain(64)*, search(24), apply(1), analyse(1), evaluate(3), solve problem(2),
experiment/inquiry(3), design(1), make(2), discuss(5), present(1), express by picture(4),
describe(1)

† Number inside the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 A total exceeds 107 because one achievement may involve more than one competency.

이를 통해 이루어야 할 수행 목표 (performance) 를 제시
하고 있다 [56].

이들 핵심 아이디어 중 물리 내용 (관

련 공학 내용 포함) 은, ‘Forces and Motion’, ‘Types of
Interactions’, ‘Definitions of Energy’, ‘Relationship Between Energy and Forces’, ‘Conservation of Energy and
Energy Transfer’, ‘Wave Properties’, ‘Electromagnetic
Radiation’, ‘Nuclear Processes’이다.
NGSS [36]는 핵심 아이디어마다 수행해야 할 목표를 제
시하고 있는데, 수행 목표는 다음 3개의 요소를 학습함으로
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including Connections to Nature of Science)
Fig. 2. Examples of learning objectives provided by
NGSS [36].

7) NGSS 성취목표와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에서의 과학적 소양 비교
NGSS [36]에서는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
지 학년별로 핵심 아이디어 (Core Ideas) 를 제시하면서

- Disciplinary Core Ideas
- Crosscutting Concepts (including Connections to
Engineer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s of Science)
Fig. 2는 중학교 과정에 포함된 ‘Force and Interactions’
핵심 아이디어의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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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cientific literacy involved in NSTA’s scientifically literate person [35].
Scientifically literate person
Pe

Relevance
Pu

uses science concepts, process skills, and values in
making responsible everyday decisions

personal

-

understands how society influences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how science and technology
influence society

-

social
influences

understands that society controls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

recognizes the limitations as well as the useful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vancing human
welfare

Scope
In
process skill,
concept,
values

Out

Competency
Cog./Mind Per./Exe.

daily life

-

decision
making

science

interactions
between
S, T, & S

understand

-

allocation
of spruces

science

control of
S&T

understand

-

-

human
welfare

science

usefulness and
limits of
S&T

recognize

-

knows the major concepts, hypotheses, and
theories of science and is able to use them

personal

-

concepts,
theories

-

know

apply

appreciates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intellectual stimulus
they provide

personal

-

science

technology

appreciate

-

understands that the gener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depends upon the inquiry process and
upon conceptual theories

personal

-

knowledge

generation of
S

understand

-

distinguishes between scientific evidence and
personal opinion

personal

-

knowledge

scientific
evidence

-

distinguish

recognizes the origin of science and understands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tentative, and subject to change as
evidence accumulates

personal

-

science

tentativeness of
scientific know

recognize

-

understands the applications of technology and
the decisions entailed in the use of technology

-

social
decision

-

application of
technology

understand

decision
making

has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to
appreciate the worthiness of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social
value

-

worthiness of
S&T

appreciate

-

has a richer and more exciting view of the world
as the result of science education

personal

-

science

-

take an
interest

-

knows reliable source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nd uses these source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personal

-

science

sources of
S&T
information

know

decision
making

Sum(n = 13)

8 (62%)

5 (38%)

11 (85%)

11 (85%)

11 (85%)

5 (38%)

과학적 소양 모델에 따라 Fig. 2의 원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NGSS [36]의 성취 목표에는 과학적

소양의 각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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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cientific literacy involved in ‘MS. Force and Interactions’ of the NGSS(2013).
Core Idea
Pe

Relevance
Pu

use of tech.
MS. Force and
personal by societal needs,
Interactions
desires, values

Scope
In
Newton’s 3rd Law
chiang of motion,
Type of interaction,
…
ask questions

IV. 논의 및 결론

Competency
Out
Cog./Mind
Per./Exe.
plan/conduct
Empirical evidence
an investigation,
(NOS),
apply law
explain,
Use and limits
design solutions,
of tech. (STS)
construct arguments

가지 요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다른 핵심 아이디어들에서도 일반적이었다.

과학적 소양이 우리나라 과학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

결론적으로, NSTA [36]에서 제시한 과학적 소양인이나

는 바,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내용

NGSS [36]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내용에 반해, 2015 개정

에 대한 107개의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과학적 소양이 얼마

과학과 교육과정 중 물리 영역은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체계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취기준에서는 과학적 소양의

인 분석을 위해, 과학적 소양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연구에

주요 요소들이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

기초하여 과학적 소양을 통합적 관점으로 제시한 박종원

다. 성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10]의 과학적 소양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실제적인 교실 및

나온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실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취기준은 학교 수업

첫째, 공공의 안전과 발전, 환경 및 에너지 보존 등의 공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적인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은 10학년 통합

불구하고 성취기준에 과학적 소양의 특성이 충분히, 그리고

과정에서 제시한 3개 이외에는 없었다.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둘째, 과학 안 (inward science) 내용으로 성취기준에서

라고 본다.

제시된 탐구기능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기초탐구기능

물론 상위 수준의 성취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학습 목

이었고 (76%), 24%의 통합탐구기능도 자료해석에만 한정

표나 교과서 내용에서는 과학적 소양의 주요 특징들을 반

되어 있었다.

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NSTA [35]나 NGSS

셋째, 성취기준에 과학 외(outward science)적인 내용으

[36]의 경우처럼, 상위 수준의 성취기준에서도 충분히 과

로는 ‘일상생활’과 ‘기술’이 성취기준에 약 27% 포함되어

학적 소양의 주요 특성이 반영되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할

있었으나, 이 외에 과학의 본성, 과학언론이나 과학윤리 등
의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성취기준은 인지/마음 역량(18%)에 비해 수행/실
행 역량이 주로 제시되어 (83%),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 중 물리 영역에서는 성취기준이 역량 중심으로 기술되어

수 있다고 본다. 즉, 아래의 예와 같이, 하나의 성취기준
속에 주요 개념과 탐구기능(기초탐구 및 통합탐구), 공적인
관련성, 과학 외적인 내용, 다양한 역량 등이 포함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있었다.
다섯째, 그러나 인지/마음 역량의 경우에 모두 ‘알기’와
‘이해’로 한정되어 있었고, 수행/실천 역량의 경우에도 설

성취기준 : [과 22-02]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

명(57%)과 조사(21%)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하고 높은

류가 발생하는 현상 (개념) 을 관찰하고 (기초탐

수준의 역량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구),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됨(개

여섯째, NSTA [36]에서 제시한 13개 과학적 소양인의

념) 을 설명할 수 있다 (수행적 역량). → 전자

특징에는 공적인 관련성이 38%, 과학 외적인 내용이 85%

기 유도 현상(개념)을 관찰하고(기초탐구), 새

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행/실천 역량도 38%가 제시되어

로운 탐구문제를 제안해 본다 (통합탐구). 이

있었다.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일상적/공학적 적용사례

일곱째, NGSS [36]에서 제시한 내용들 중, 핵심 아이디어
‘Force and Interaction’의 내용에는 과학적 소양 모델의 6

(과학 외)를 조사하고(수행적 역량), 새로운 적
용사례를 설계해 본다 (수행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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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예에서도 공적인 관련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9] K. Lee, Y. Jeung, Y. Seo, C. Jeong, J. Choi et al.,

아래와 같이 다른 성취기준에 포함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성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Subject Curriculum

취기준에 가능하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Seoul, 2014),
p. 79.
[10] J. Park, J. Kor. Asso. Sci. Educ. 36, 413 (2016).

성취기준: [9과 22-03] 가정에서(일상생활) 전

[11] M. Lee, J. Kor. Asso. Sci. Educ. 34, 55 (2014).

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12] K. Choi, H. Lee, N. Shin, S. Kim and J. Krajcik, J.

(개념) 예를 들고 (수행적 역량), 이를 소비 전
력과 관련지어 (개념) 설명할 수 있다 (수행적
역량). → 가정에서 (일상생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개념) 예를
들고 (수행적 역량), 가정뿐 아니라 사회나 정
책적으로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방안
(공적 관련성) 을 제안해 본다 (수행적 역량).

Res. Sci. Teach. 48, 670 (2011).
[13] K. Choi and H . Ryu, J. Kor. Asso. Sci. Educ. 30,
850 (2010).
[14] D. Shin and K. Ro, J. Kor. Asso. Sci. Educ. 22, 76
(2002)
[15]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Report No. RRE 2007-1, 2007.
[16] Y. H. Lee, Y-. Son and K-. Kim, J. Kor. Asso. Sci.

위에서 제시한 예들은 성취기준이 과학적 소양의 주요
특징을 반영하도록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리교육과정에 과학적 소양의 주요
특징이 고르고 다양하게 포함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합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duc. 33, 207 (2014).
[17] K. Mun, J. Mun, M. Cho, Y. Kim and S-. Kim et
al., J. Kor. Asso. Sci. Educ. 32, 789 (2012).
[18] H. Kim, S. Choi, Y. Hwang, J. Lee and S. Kim et
al., J. Kor. Asso. Sci. Educ. 26, 601 (2006)
[19] E. Yu, H. Oh and C. Kim, J. Kor. Earth Sci. Society
29, 6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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