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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quiry characteristics and epistemological features of physics activities in the 3rd and the 4th science textbooks of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For analyzing
science inquiry, we used Millar (2010)’s framework, including learning objective, logical structure,
and activity contents. Ryder et al. (2009)’s research was adopted for exploring three epistemological
features,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claims and data, the nature of science
inquiry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science. Based on the findings, physics activities focused more
on collecting information than on critical thinking and justification. Hands-on activities were more
numerous than minds-on. The activity objectives emphasized knowledge and skill acquisition rather
than scientific inquiry. A relation between claims and data was the only category found among the
three epistemological features. How science inquiry will provide for elementary students in terms
of depth and breath of knowledge were discussed, understanding and inqui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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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과정 초등학교 3, 4학년 과학교과서의 물리 관련 단원의 과학 활동 특징 및
과학의 인식론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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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받음, 2019년 6월 14일 수정본 받음, 2019년 6월 14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학교과서의 물리 관련 단원에 대한 탐구
활동을 분석하고 과학적 탐구 특성과 인식론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Millar(2010)의 연구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의 목표, 논리적 구조 그리고 활동내용을 분석하였다.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은 Ryder et al.(2009) 의
과학의 지식적 주장과 자료의 관계, 과학 탐구의 본성, 과학의 사회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물리 관련 과학 탐구활동은 비판적 사고나 정당화보다는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핸즈온활동 유형이 사고활동 유형보다 우세하였다. 활동목적이 과학적 탐구 유형 활동보다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맞춰져있다. 세 개의 인식론측면에서 과학주장과 자료의 관계만 나타났다. 과학탐구의 특징과
인식론적 특징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탐구활동 접근법 뿐 아니라 지식의 이해의 폭과 깊이 측면에서
초등학생에게 과학탐구가 어떻게 제공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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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적 지
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4]. 즉, 우리가 무

과학교육에서의 핵심 주제는 과학 탐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엇을 알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있다. 그 지지의 기저에는 과학과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 [5] 하에 개발된 3학년과 4

찬사라기보다는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지지라

학년 과학교과서 [6,7]의 물리 관련 단원들의 과학활동들이

고 보는 것이 옳다 [1]. 더불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신뢰

이러한 과학탐구적 특성과 과학의 인식론을 어떻게 반영하

또한 점차로 커지고 있다. 과학탐구가 학교교육에서 더욱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 및 과학적 사고에 대
한 긍정적 판단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II. 연구방법

절약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수업의 소재로
다룰 때, 그 기대하는 교육의 방법론은 과학지식의 단순전
달보다는 과학적 방법 및 과학적 사고를 통한 과학 탐구의

1. 분석 대상

수행 및 의사결정이다. 특히 초등학교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활동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5] 따른 초등과학교과서 3학년과

가지고 스스로 묻고, 해답을 찾아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4학년의 에너지 개념과 관련된 단원의 탐구활동을 분석대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상으로 하였다. 총29개의 에너지 관련 탐구활동을 대상으

과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 수행이다 [2]. 이러한

로 탐구활동 요소, 탐구활동 유형, 과학탐구 특성 그리고

실질적 수행은 요리책 같이 세세한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해당 단원은 3학년 1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수행한다는 점에 의의를

학기 자석의 이용, 3학년 2학기 소리의 성질, 4학년 1학기

둔다. 따라서 과학활동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물체의 무게, 4학년 2학기 물의 상태 변화이다 [6,7].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과
학교수학습 활동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과학교수학습의 맥락에서 과학활동을 본다면 어떤 측면

2. 탐구 활동 요소 분석

을 고려해야할지를 Millar(2010) 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과학학습의 목표로 자연세계에 대한 지

NRC(2000) [4]에 의하면 과학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과

식을 학습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며, 다음으로 규준과정을

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과학의 논증

따라 과학 도구를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과학탐구가 어떻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과학탐구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게 이루어지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이다.

서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과학 탐구의 기본 요소를

많은 연구들에서는 첫 번째 목표 분류 즉 활동을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식을 학습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생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 그리고 다음으

기회가 있어야 하며(문제인식), 논증의 중요과정인 자신이

로 고려할 것은 과학활동에서 실질적인 활동이다. 과학교

세운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즉 자료수집의 단계

육의 중요한 목표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증거수집). 이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의

훌륭한 지식 생성체계 (premier knowledge institution) 인

과정을 경험하는, 즉 모델을 형성하거나 이론을 형성하는 논

‘과학’이라는 ‘인식의 문화’(epistemic cultures) [3]로 학습

리적인 사고과정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 사고과정), 이러한

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각자의 논리적인 설명 아래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이나 다른

방식인 과학이라는 문화에 학습자가 흡수되고 능동적으로

동료와의 설명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과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광범위한 목표는 과학교육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과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체계 내에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가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학생들이 전 과정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발표 및 정당화). 이상은 과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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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ramework for elements of inquiry activity.

Table 3. Contents of the analysis areas.

Inquiry activity
problem defining

meaning
Learners participate scientifically in
problem finding

Areas
Objectives

Contents
·Learning objective (intended learning
outcome)

data collection

Learners collect evidences including experimenting and investigation for constructing and evaluating their explanation of the problem

Hands-on Contents

·What students have to do with objects and materials

Minds-on Contents

·What students have to do with ideas

Logical structure

·Logical structure of a practical
activity-data driven or ideas driven

logical thinking
process

Learners participate in explaining the
solution of the problem using their collecting evidences.

critical thinking
process

Learners evaluate their own explanation
according to others’ perspective.

presentation and
justification

Learners present their own proposed explanation to justify it.

Table 2. Criteria of the type of inquiry.
Type of inquiry
Minds-on Activity

Description
Inquiring through the data presented
by figures, charts and models,

Hands-on Activity

Exploring the scientific phenomenon
using simple tools or experimental materials without specific experimenting
procedures, with formulating hypothesis, experimental design, and controlling variables omitted

Experimenting

Understanding of the experimental design and the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or exploring through specific experimenting procedures using experimental tools and instruments

가지 측면은 학년과 학습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심규철 등이
[8] 탐구활동이 수행되는 활동 형태와 활용하는 탐구 재료
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3가지 유형의 분석준거를 참고하여
코딩하였다. 생각해보기 (Minds-on Activity) 는 탐구 재료
가 그림이나 모형 등의 형태로 제시되어 자료를 보면서 주
로 사고과정을 통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해보기
(Hands-on Activity) 는 가설 설정, 실험 설계나 변인 통제
의 과정이 생략된 채, 구체적인 실험 수행 절차 없이 간단한
도구나 실험 재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현상을 확인하면서
탐구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또한, 실험하기는 실험 설계,
변인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통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Table 2).

4. 탐구활동의 목표, 내용, 사고내용, 논리적 구조 분

학적 주장이나 지식의 형성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탐구 활동 요소 분석은 Table 1을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코딩 방법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탐구활동에서 기본요소 분석틀의 탐구활동이
과정에 나타나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체크하였다.

3. 탐구활동 유형의 분석
초등학교 과학은 어린학생들에게 보다 자연을 폭넓게
체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과학탐구활동이 갖는
당위성으로는 과학적 탐구 방법의 체득과 자연의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태도 및 능력의 함양이라 하겠다. 이러한 두

석
과학탐구활동은 또한 Millar가 제시한 과학 활동 분석을
위한 분석틀 (A checklist for analysing a single practical
activity) [2]에 의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 분석틀에서
본 연구는 탐구 활동의 목표(Objectives), 탐구 활동의 활동
내용 (Hands-on contents), 탐구 활동의 사고 내용 (Mindson contents), 탐구 활동의 논리적 구조(Logical structure)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각 영역과 내용은 Table 3과 같다.
탐구 활동의 목표는 지식 이해의 측면 (A), 기능 습득의
측면 (B), 탐구 과정 이해의 측면 (C) 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탐구 과정에는 측정, 관찰, 실험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행하는(Doing) 과정도 있지만, 활동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사고(Thinking) 과정도 있다. 탐구 활동의 논리적
구조는 사건, 상황에 대해 관찰, 측정, 실험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자료에 대해 생각하는 구조 (Induction) 와
현재 생각으로 결과를 예상이나 질문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구조 (Deduction) 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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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dentifying the learning objective(or objectives) of a practical activity.
Objective(in general terms)
Learning objective (more specifically)
A. By doing this activity, students should develop A1. Students can recall an observable feature of an object, or material,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or event
world
A2. Students can recall a ‘pattern’ in observations (e.g. a similarity,
difference, trend, relationship)
A3. Students can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a scientific idea, or concept, or explanation, or model, or theory
B. By doing this activity, students should learn how B1. Students can use a piece of equipment, or follow a practical proceto use a piece of laboratory equipment or follow a
dure, that they have not previously met
standard practical procedure
B2. Students are better at using a piece of equipment, or following a
practical procedure, that they have previously met
C. By doing this activity, students should develop C1. Students have a better general understanding of scientific inquiry
their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approach to in- C2. Stud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some specific aspects of *
quiry
scientific inquiry
D1. How
D2. How
D3. How
D4. How
D5. How
D6. How
D7. How

*

to identify a good investigation question
to plan a strategy for collecting data to address a question
to choose equipment for an investigation
to present data clearly
to analyse data to reveal or display patterns
to draw and present conclusions based on evidence
to assess how confident you can be that a conclusion is correct

(※ If you have ticked *, please complete the table.)

Table 5. Criteria of hands-on contents of inquiry activity
[2].

및 절차에 대한 목표(B)는 처음 접하는 실험기구를 사용한

What students have to do with objects and materials
O1. Use a scientific instrument
O2. Follow a standard practical procedure
O3. Present or display an object or material
O4. Make an object
O5. Make a sample of a material or substance
O6. Make an event happen (produce a phenomenon)
O7. Observe an aspect or property of an object, material,
or event
O8. Measure a quantity

(B2) 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목표인 ‘활동을 통해 과학적

절차적 실험 (B1) 과 익숙한 실험기구를 통한 절차적 실험
탐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C).’ 의 구제적 목표는
‘전반적으로 과학적 탐구를 이해할 수 있다 (C1).’ 이다. 각
탐구 활동이 해당 목표에 포함되면 1로 표시하고, 아니면 0
으로 표시하였다. 여러 목표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도 모두
표시하였다.

5. 탐구 활동의 활동 내용 (Hands-on Contents) 분
석

1) 탐구 활동 목표 (Objectives) 분석
학생들이 사물(objects materials)을 사용하여 어떤 활동
탐구 활동의 목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Millar [2]가 제시한
활동 목표 분석 준거인 Table 4를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활동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
이해 측면의 목표 (A) 는 다시 학생들이 관찰한 사물, 사건
의 특징을 기억하는 목표 (A1), 공통점과 차이점이나 관계
등 관찰 속 패턴을 기억하는 목표 (A2), 과학적 생각, 이론
등을 이해하는 목표 (A3) 로 구분된다. 실험기구 사용 방법

을 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준거인 Table 5를 활용
하였다.
Table 5를 보면 ‘학생들이 사물과 재료를 가지고 무엇
을 하는가 (What students have to do with objects and
materials)에 대해 O1부터 O8까지의 8개로 분류하였으며,
이 때 ‘O’는 ‘objects’의 약어로 표현하였다. 각 탐구 활동이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나타나있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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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riteria of minds-on contents of inquiry activity.
What students have to do with ideas
I1. Report observations using scientific terminology
I2. Identify a similarity or difference (between objects, or materials, or events)
I3. Explore the effect on an outcome of a specific change (e.g. of using a different object, or material, or procedure)
I4. Explore how an outcome variable changes with time
I5. Explore how an outcome variable changes when the value of a continuous input variable changes
I6. Explore how an outcome variable changes when each of two (or more) input variables changes
I7. Design a measurement or observation procedure
I8. Obtain a value of a derived quantity (i.e. one that cannot be directly measured)
I9. Make and/or test a prediction
I10. Decide if a given explanation applies to the particular situation observed
I11. Decide which of two (or more) given explanations best fits the data
I12. Suggest a possible explanation for data

Table 7. Logical structure of a practical activity.
Logical structure
L1. Collect data on a situation, then think about how it might be summarized or explained
L2. Use your current ideas to generate a question or prediction; collect data to explore or test
Other: describe briefly

로 표시, 아니면 공란으로 두었다. 또 하나의 활동이 여러
항목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도 모두 표시하였다.

1) 탐구 활동의 사고 내용(Minds-on Contents) 분석
학생들이 탐구 활동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 (idea) 를 하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탐구 활동의 사고 내용 분석 준거인
Table 6을 활용하였다 [2].
Table 6의 I3부터 I6까지는 변인에 의한 결과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I5와 I6은 독립변인의 개수에 따라 구별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해 I6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3과
I5는 활동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며,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

Table 8. Framework of Scientific Epistemology (FoSE).
RSCD
RSCDa
RSCDb
RSCDc
NSI
NSIa
NSIb
NSIc
SDS
SDSa
SDSb
SDSc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claims,
and the data
knowledge claims as description
knowledge claims as provable
knowledge claims as beyond the data
The nature of lines of scientific inquiry
Location in individual interests of scientists
Internal location in epistemology of discipline
External location
Social dimension of scientists
Individualist view
Recognition of community of scientists
Recognition of institution of science

활동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두 과정을
합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두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에 간략히 서술하였다. 탐구 활동이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제시되었는지 분석하기 위

2) 탐구 활동의 논리적 구조(Logical structure) 분석

하여 Table 7를 활용하였다 [2].

탐구 활동이 어떤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지는 가를 분석
하기 위해 크게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자료에

6.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의 탐색

대한 요약 · 설명을 생각함 (L1)’ 과 ‘현재 생각으로 질문이
나 예상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함(L2)’으로 나누었다. 이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의 분석은 Ryder 등이 제안한 과학

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측정, 관찰,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Characterizing Science Inquiry and Epistemology · · · – Myeong-Kyeong Shin · Gyeong-Pil Kwon

다 [9].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인식론적 분석틀(Framework
of Scientific Epistemology (FoSE))을 다음 Table 8과 같이
제안하였다.
Ryder 등의 인식론적 범주는 세 가지의 각 범주가 서로
배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뒤의 범주는 앞의 범주를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가며 과학의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 [10]. RSCD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Claims
and the Data) 범주의 ‘근거와 지식주장의 관계’ 는 과학
지식 생성 과정에 있어서 근거와 지식주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 가는지에 다양한 범위의 인식
론적 이해를 포함한다. NSI(Nature of Scientific Inquiry)
범주의 ‘과학탐구의 본질’ 은 RSCD 범주의 지식주장이 생
성되는 과정으로서의 탐구의 출발과 전개에 관련된 것으로,
탐구 질문 제기와 수행 과정의 주체가 개인으로부터 학문,
과학공동체에 이르는 이해의 영역을 포괄한다. SDS(Social
Dimension of Science) 범주의 ‘과학의 사회적 차원’ 범주는
RSCD 및 NSI 범주가 포함하는 탐구 주체의 목적과 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 과학자 집단,
과학 기관에 이르는 영역의 이해를 다룬다.
본 연구를 위해 세 가지 범주에 대해 교과서 문장에 대한
개략적인 예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3학년과 4학년의 탐구에
서는 RSCD 범주에 대해서만 관련 사례가 나타났고, 나머
지 NSI, SDS 범주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RSCDs 즉 과학지식 주장과 자료 사이의 관계 범주의 하
위 세 개 범주의 사례를 3학년 1학기 4단원에서 찾으면 다음
과 같다. 기술로서의 지식 주장에 해당하는 것은 ‘클립처럼
철로 된 물체는 자석에 붙습니다.’ 이다. 증명 가능한 지식
범주에는 ‘막대자석과 둥근 기둥 모양 자석에서 자석의 극은
양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석의 극은 항상 두 개입니다.
모양이 다른 자석에서도 철로 된 물체를 붙여 자석의 극을
찾을 수 있습니다.’가 해당된다. 자료로부터 확장된 지식은
‘물에 띄운 자석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때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N극이라 하고, 남쪽을 가리키는 극을
S극이라고 합니다.’ 와 같은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은 분석 대상인 3
학년과 4학년의 물리 관련 탐구활동이 과학탐구의 본성과
과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과학지식 주장과 증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
다는 선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이 범주의
하위 척도인 기술로서의 지식주장, 증명 가능한 지식주장,
자료로부터 확장된 지식주장의 세 특징이 어떻게 교과서에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학년과 4학년 물리
관련 단원 중 자석에 대한 단원의 8개 탐구와 물체의 무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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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Analysis for elements of inquiry activity(or
objectives) of a practical activity.
Type of inquiry activity
3-1 3-2 4-1 4-2 Total(29)
problem defining
1
0
1
1 3(10.3%)
data collection
2
1
2
1 6(20.7%)
logical thinking process
5
5
4
5 19(65.5%)
critical thinking process
0
0
0
0
0(0%)
presentation and justification 0
1
0
0
1(3.4%)

대한 단원의 7개 탐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각 하
위 범주의 특징이 나타나는 정도를 0∼2로 나누어 코딩하였
다. 여기서 척도 0은 전혀 발견되지 않음(never occurred),
1은 유사하게 제시됨 (relatively descriptive), 그리고 2는
매우 뚜렷하게 제시됨 (very descriptive)으로 코딩하였다.
지식주장을 기술 또는 묘사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
(RSCDa) 은 지식주장과 근거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이
다. 두 번째 특징인 증명을 통해 지식 주장을 하는 경우
(RSCDb), 경험적이든 사회적이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
하다. 이와 동시에 절대적인 증거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내포하고 있다. 즉, 지식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거나 두 개 이상의 경쟁 이론이
존재하는 경우 근거제시의 어려움이 제시되어야하는 것이
다. 마지막은 지식주장을 증거 그 이상으로 간주하는 것
(RSCDc)이다. 여기서는 지식주장을 증명하기보다는 평가
하는 과정, 예를 들어 지식주장의 예측력, 설명력, 간결함과
정밀함, 다른 지식주장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것은 경험적 과정이나 사회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경쟁
하는 지식주장을 평가할 명백한 근거는 없다고 보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III. 연구결과
1. 탐구활동의 기본요소 분석
2015개정 교육과정 3학년 1학기 자석의 이용 단원의 탐
구활동 8개, 3학년 2학기 소리의 성질 단원의 탐구활동 7
개, 4-1학기 물체의 무게 단원의 탐구활동 7개, 4학년 2학
기 물의 상태 단원의 탐구활동 7개를 대상으로 탐구활동의
기본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탐구활동에 대한 문제인
식, 자료수집, 논리적 사고과정, 비판적 사고과정, 발표 및
정당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았다.
3, 4학년 물리 관련 단원 대한 탐구활동의 기본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형성하는 논리적 사고과정에 대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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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ype of inquiry.
Type of inquiry
Minds-on Activity
Hands-on Activity
Experimenting

3-1
1
7
0

Table 11. Identifying the learning objective.
3-2
1
6
0

4-1
1
5
1

4-2
1
1
5

Total(29)
4(13.8%)
19(65.5%)
6(20.7%)

Grade
3-1
3-2

6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료수집 20.7%, 문제인식

4-1

10.3%, 발표 및 정당성이 3.4%였다. 반면 비판적 사고과정
에 대한 탐구활동은 없었는데, 이것은 3, 4학년의 인지발달

4-2

A
A2
5
(62..5)
5
(71.4)
2
(28.6)
2
(28.6)

A1
2
(25)
1
(14.3)
1
(14.3)
0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3, 4학년

A3
1
(12.5)
1
(14.3)
2
(28.6)
4
(57.1)

B
C
Total
B1
B2 C1 C2
0

0

0

0

8

0

0

0

0

7

0

0

0

7

0

0

0

7

2
(28.6)
1
(14.3)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료수집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단순해석에 머물고 있어서 활동의 다각화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탐구활동 유형

Table 12. Hands-on contents of inquiry activity.
Grade

O1

O2

O3

3-1

0

0

0

0

0

3-2

0

0

0

0

0

4-1

1
(14.3)

0

0

0

0

0

4-2

0

0

1
(14.3)

0

0

0

3, 4학년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에 대해 ‘생각해보
기’, ‘해보기’, ‘실험하기’로 탐구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O4 O5

O6
1
(12.5)
1
(14.3)

O7
7
(87.5)
6
(85.7)
4
(57.1)
4
(57.1)

O8

합계

0

8

0

7

2
(28.6)
2
(28.6)

7
7

Table 10과 같았다.
탐구활동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는 ‘해보기’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4학년 2
학기 물의 상태 단원은 ‘실험하기’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즉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는 구체적인 실험 수행 절차 없
이 간단히 과학적 현상을 확인하는 수준의 탐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4학년 2학기에서부터 실험활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척인 실험설계나 변인을
설정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며 실험도구나 기구를 활용한
간단히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3. 탐구활동의 목표, 내용, 사고내용, 논리적 구조 분
석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3, 4학년 물리 관련 탐구활동
29개에 대해 Millar [2]가 제시한 과학활동 분석틀을 바탕
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1∼14와 같았다.

1) 탐구 활동의 목표 분석
2015개정 3, 4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교과서의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에 대한 활동 목표를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습득 측면, 탐구과정 이해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3, 4학년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은 주로 지식의 이해와
기능습득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과학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활동은 하나도 없었다 (Table 11).
지식의 이해 측면 (A) 에서는 3학년에서는 주로 관찰을
통한 패턴의 인식이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4학년 1학기 물체의 무게 단원은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 과학적 개념의 이해, 실험도구를 사용한 절
차적 실험 등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4학년 2학기
물의 상태 단원은 과학적 개념, 설명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큰 비중 (57.1%) 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년이나
학기가 증가함에 따라 관찰 위주의 활동에서 개념이나 이론
중심 활동으로 이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과학탐
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실험도구 선택이나 간단한 형태의
증거에 기초한 결론도출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번 교육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탐구활동의 활동 내용 분석
탐구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
결과 3, 4학년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은 주로 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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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inds-on contents of inquiry activity.
Grade
3-1
3-2
4-1
4-2

5
2
2
1

I1
(62.5)
(28.6)
(28.6)
(14.3)

3
3
2
1

I2
(37.5)
(42.9)
(28.6)
(14.3)

I3
0
2 (28.6)
0
3 (42.9)

I4
0
0
0
1 (14.3)

I5
0
0
1 (14.3)
0

재료의 속성을 관찰하는 (O7) 활동이 많았으며 절차대로
수행하기 (O2) 활동이나 사물이나 샘플 만들기 활동 (O4,
O5) 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3학년에서는 ‘수량측정하기
(O8)’ 활동이 없었지만 4학년에서는 ‘수량측정하기 (O8)’
및 ‘실험도구 사용하기 (O1)’ 나 ‘실험 후 해당 사물에 대해
표현하기(O3)’와 같은 활동이 제시되어 좀 더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탐구활동의 사고 내용 분석
3, 4학년 교과서 탐구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주
요한 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3과 같았다.
3학년 1학기 과학에는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관찰
결과 보고하기 (I1)’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3학년 2학기
과학에는 ‘사물이나 사건들 사이의 공통점•차이점 찾기
(I2)’ 활동이 많았다. 4학년 1학기 과학에는 I1, I2 활동뿐
만 아니라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 탐색 (I5)’, ‘2개의
독립조건의 변화에 따른 결과 탐색하기 (I6)’,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 결정하기 (I11)’ 와 같은 높은 차원의 사고를
요하는 탐구활동도 있었다. 4학년 2학기 과학에는 ‘달라진
결과 탐색하기 (I3)’ 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에 따라 달
라지는 결과 탐색하기 (I4)’ 와 I1, I2, I11의 활동이 있었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고등 사고력을 활용
하는 탐구실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측정
또는 관찰하는 방법 계획하기 (I7)’, ‘직접 측정하지 못하는
양 구하기 (I8)’, ‘예상하거나 예상 확인하기 (I9)’, ‘주어진
설명이 관찰된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I10)’, ‘자료에
대해 가능한 설명 제안하기(I12)’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탐
구활동은 없었다. 특히 예상하기 활동(I9)은 기초탐구과정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4) 탐구활동의 논리적 구조 분석
탐구활동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
았다. 분석결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에 대한 요약

I6
0
0
1 (14.3)
0

I7
0
0
0
0

I8
0
0
0
0

I9
0
0
0
0

I10
0
0
0
0

I11
0
0
1 (14.3)
1 (14.3)

I12
0
0
0
0

Total
8
7
7
7

Table 14. Logical structure of a practical activity.
Grade
3-1
3-2
4-1
4-2

L1
7(87.5%)
5(71.4%)
6(85.7%)
4(57.1%)

L2
0
1(14.3%)
0
2(28.6%)

Other
1(12.5%)
1(14.3%)
1(14.3%)
1(14.3%)

Total
8
7
7
7

및 설명을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3, 4학년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이 연역적 사고보다는 주로 귀납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의 사례 분석
연구 대상이 되는 3학년과 4학년의 물리 관련 총 4개
단원에서 인식론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전체적으로 과학지식 주장과 자료 사이의 관계, 과학탐구의
특징, 과학의 사회적 측면 중 과학탐구의 특징과 과학의 사
회적 측면과 관련된 과학의 인식론적 특징은 3, 4학년 교과
서의 물리 관련 탐구활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과
학의 지식 주장과 자료 사이의 관계에서는 과학지식주장을
현상의 묘사와 기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학지식 주장을 증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
도 비교적 확연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의
확장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및 정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새롭게
개편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3, 4학년 과학교과서
에서 제시된 물리 관련 탐구 활동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탐구 활동의 기본 요소 분석에서 보면
비판적 사고과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판
적 사고능력은 현행 과학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탐구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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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Analysis data of RSCD(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claims and the data) with 15 activities
from 3rd and 4th grade science textbooks.
RSCD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3-1
Knowledge Claims and the Data)
01
RSCDa knowledge claims as description
2*
RSCDb knowledge claims as provable
2
RSCDc knowledge claims as beyond the data 0

3-1
02
2
2
0

3-1
03
2
2
1

3-1
04
2
2
2

3-1
05
2
2
1

3-1
06
2
2
1

3-1
07
2
2
0

3-1
08
2
0
0

4-1
01
2
0
0

4-1
02
2
2
2

4-1
03
2
2
1

4-1
04
2
1
1

4-1
05
2
2
2

4-1
06
2
2
0

4-1
07
1
0
0

*score 0:never occurred, 1:relatively descriptive, 2:very descriptive

재구조화 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탐구 활동
유형은 생각해 보기, 해보기는 나타나지만 학생들이 실험을
설계하는 등의 실험하기는 매우 단순한 활동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탐구 활동의 내용 구조 분석에서와
일치한다. 즉 탐구 활동의 목표 분석에서 탐구과정에 대한
목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핸즈온 탐구활동 분석에서는
8개의 항목 중 3항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활동
분석에서는 12개의 지표 항목 중 5개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물리 관련 단원의 탐구 활동에서는 진정한 ‘탐구’ 의
특징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탐구 활동의 논리적 구조면에서는 상황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요약하는 귀납적 논리구조가 크게 부각
되었으나 실제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추론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 수 있다. 탐구 활동의 기본
전제는 스스로 자신의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을
구성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집한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이를 정리하고 결론에 이르는 경험을 갖기가
어렵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탐구 활동의 본질적 접근에 대한 논의
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물리 관련 단원에서는 나타나
고 있지 않다는 과학의 인식론적 분석과도 일치한다. 과학
의 지식주장과 증거의 관계에서도 과학현상에 대한 묘사나
기술 및 관찰 사실이나 자료를 통해 증명된 지식으로 나아
가는 정도는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추상적 개념의 이해,
과학적 지식의 심화된 지식으로의 확장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5 과학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한 비판적 사고, 과학
적 의사소통 그리고 진정한 과학탐구를 중요시하면서 동시
에는 과학적 지식, 추상적 지식이나 과학적 용어의 습득을
배제하고 있는 듯하다. 교사용 지도서에 현상에 대한 묘사
와 설명은 하되 과학적 용어를 소개하거나 굳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Chiappeta는 과학탐구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에서 과학지
식을 전달하는 과학수업으로부터 탐구로 과학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1]. 탐
구로 과학수업을 접근하게 되면 학생들이 능동적인 조사활
동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구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학현상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학지식의 깊이 있는 이해가 그 궁극의 목적이지,
탐구와 지식의 이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물리 교육의 중요도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기인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물리 관련 단원에서 구현되는
탐구 활동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
어야 한다. 과학탐구를 학교 과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진
정한 과학탐구가 되도록 다각적인 조정과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 관련 단원에 대한 탐구 활동의 재구성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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