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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I 교과서 탐구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탐구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여 화학 I 교 

과서의 제 7차 과학 교육과정 반영 정도와 탐구 학습의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하였다. 교과서 탐구 영역의 분석은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탐구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 7차 화학 I 교과서의 탐구 영역 

에 기초 탐구 요소는 측정, 분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통합 탐구 요소는 자료 해석의 비 

율이 절반을 넘으며, 자료 변환, 결론 도출, 문제 인식은 어느 정도 활용가능하나 그 외의 통합 탐구 요소의 비율은 매 

우 작다. 탐구활동도 견학과 과제연구 비율은 거의 없거나 아주 작다.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탐구 학습 

을 강조하고 있음으로, 위와 같은 통합탐구 요소와 탐구 활동의 편중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탐구 학습을 운영 

해야할것이다.

주제어: 화학 I 교과서, 탐구 영역, 탐구 요소, 탐구 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quiry elements and inquiry activity of the inquiry area 
in chemistry I textbooks authorized by 7th curriculum. It was to confirm suitable reflection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and to find educational suggestions of inquiry learning. It was found that the basic inquiry elements except measuring 
and 이assizing were well reflected on the textbooks. However, only several integrated inquiry elements and the inquiry 
activities were well reflected on the same textbooks. For the integrated inquiry elements, interpreting data was shown 
as the tower above the rest inquiry elements. In the analysis of inquiry activity, the numbers of experiment is placed 
almost half of all inquiry activities. The sum of two numbers of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is similar ratio to experiment 
but field trip and project are rarely or low ratio. As the integrated inquiry elements and inquiry activities were not bal
anced for various inquiry learning. It is suggested that learners be educated with complementary of these aspects in 
inquiry learning.

Keywords: Chemistry I Textbook, Inquiry Area, Inquiry Element, Inquir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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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7차 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6차에서 보다 더 다양 

한 탐구 요소와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탐구를 탐구 과 

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탐구 과정은 기초 탐 

구로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등과 통합 탐구로 문 

제 인식, 가설 설정 ,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以 

탐구 활동은 탐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유형과 

수단을 나타낸 것으로서 조사, 토의, 실험, 견학, 과제 

연구 등 다섯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璀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종전과 같이 학습 주제에 따 

라 탐구 요소를 명시하지 않고 교사가 학습 내용에 적 

절한 탐구 과정 （요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고, 

탐구 과정은 탐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尸 

미국의 국가 과학 교육 기준도 과학 개념과 탐구 능력을 

공생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3 과학적 소양 기준4에 

서도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7차의 과학 교과서 

에 나타난 탐구 영역의 내용을 보면 6차와 같이 각 탐구 

과정에 탐구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시하면, 

정해진 탐구 요소에 한정하여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정 탐구 요소를 제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탐구 영역을 지도할 때 어떤 탐 

구 요소를 활용해야 할지가 중요하게 된다. 또한 전반적 

点 7차 교과서의 탐구 영역을 학습하면 어떤 탐구 요 

소들의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7차에 처음 등장한 탐구 활 

동 분야 가운데 견학과 과제 연구는 6차에 없던 것인데 

이 두 개의 탐구 활동 반영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의 수행에 직 •간접적 도움을 얻기 위 

해서 SAR\,5 WPS,5 APU,6'7 ASE,整 NAEP9 등의 탐구 

과정 요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참고하였다.

과학 교과의 탐구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생물 분야에서는 양홍준과 오성숙,'。정완호," 홍점림 ,12 
등의 과학교과 탐구영역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연구의 

척도로서 허명 B의 과학 탐구 평가표를 시용했으며, 관 

찰, 분류, 실험, 자료해석, 같은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보고하였다. 화학 분야의 탐구 영역에 대한 연 

구를 보면 김윤희와 문성배吗 고등학교 공통과학 화 

학 분야의 탐구 활동을 탐구 과정, 탐구 상황 및 탐구 

내용의 3차원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였는데 상위의 탐 

구 과정 요소의 비율이 낮아 탐구 능력 신장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과학기술사희와의 관계를 고려한 탐구 

활동의 비율이 향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7차의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탐구 영역의 연구를 보 

면 심규철 ” 등은 생물 분야 7학년 과학 교과서의 탐구 

분석을 했는데, 연구 결과는 탐구 요소에서 자료해석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탐구 요소의 편중이 심한 것 

을 알았고, 탐구 활동으로서 견학과 과제 연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선영16 등은 6차와 

7차의 초등 과학 교과서의 탐구를 비교 분석했는데, 6차 

보다 7차에서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의 기능이 인지 발 

달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고 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 중 화학 부분 전학년의 탐구 활동 분석은 이봉 

헌” 등의 연구가 있으나 자의 교과서였고 관찰, 측정 , 

실험 , 자료 해석 , 조사, 토의 등의 수적 분석을 하였으 

며 , 분석 결과는 관찰, 측정 , 자료 해석의 탐구 요소와 

실험의 탐구 활동에 치우쳐 있고, 토의와 조사는 제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홍순강은 6차 중학 과 

학 탐구 영역을 분석했으나 탐구 요소 수가 7차 보다 

훨씬 적고 양적인 분석을 하였다. 문성배2 등은 위와 

같은 주제를 S차원 틀을 근거로 6차 교과서를 분석하 

였는데 탐구 요소의 분석은 이봉헌'7의 연구와 비슷하 

였다. 이상의 문헌 조사 결과를 보면 화학 분야의 탐구 

영역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7차의 탐구 요소를 적 

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화학 I 교 

과서의 탐구 영역에 대하여 7차 과학 교육 과정에서 제 

시한 탐구 요소들에 의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 

분석의 결과로 해당 교과의 탐구 영역 학습에 강조할 

탐구 요소들을 미리 고려함C로서 탐구 영역을 재구성 

하거나 지도할 때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자료 및 방법

연구의 자료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5종 

의 고등학교 화학 I 교과서 내용 중 탐구 영역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편의상 교과서를 출 

판사별로 A, B, C, D, E로 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

탐구 내의 탐구 요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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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uthor and publisher of chemistry I textbook used to 
analyse inquiry area

Textbook Author Publisher Year of publication

A Seo et al. Keumseongkyokwaseo 2002
B Lee et oZ.Daehan 2002
C Woo et al. J oong Ang 2002
D Kim etal. Chunjae 2002
E Yeo et tzZ.Chunmoongag 200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 I 교과서 탐구 영역의 

내용과 활동을 정독하여,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초 탐구 요소（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와 통합 탐구 요소（문제 인식 , 가설 설 

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일반 

화, 실험 설계 ＞를 찾아 교과서별, 대단원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탐구 요소들에 대한 척도는 교육부가 편찬한 7차 과 

학 교육 과정 해설집 （중, 고）의，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 

에서 지정한 12개의 탐구 요소들과 이 해설집 안에 있 

는 화학 I의 평가항에서 강조한 실험 설계를 더한 것이 

다. 실험 설계는 미국의 국가 과학 교육 기준2에서도 

탐구로서의 과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제 7차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활동을 새 

로이 토의 , 실험 ,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으로 별도로 

제시하였음으로, 탐구 활동 분。］에서 활용 가능한 탐구 

요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해보기，도 관 

련 문헌," 23에서와 같이 탐구 활동에 포함시켰다. 탐 

구 요소의 정의 기준과 그 활용의 적절성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25*29

탐구 회수와 탐구 요소 수의 조사

탐구의 회수는 교과서에 탐구나 해보기 등으로 표시 

되어 있으면서 , 부제목으로 특정 탐구 요소나 탐구 활 

동의 이름을 써놓은 부분의 내용 한 개를 탐구 회수 1 
회로 간주하였다. 탐구 요소들의 분류를 통한 개수를 

얻는 방법은 1회 탐구수 내에 포함된 학습내용과 학습 

활동을 면밀히 읽어보고 그 내용과 활동에 포함되어（문 

장에 암시하고） 있거나, 활동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하 

다고（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탐구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한 개의 탐구수 안에서는 활용 가능한 특 

정 탐구요소한 개의 내용 분량^는 관계없이 특정 탐 

구요소 1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탐구 요소 각각의 진 

정한 속성의 이해와 유사한 탐구 요소들끼리의 변별적 

해석은 위에서 나열한 참고 문헌을 참조하여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학습의 진도를 고려하여 한 개의 

탐구수 내에서 활용 가능한 탐구 요소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잡았으며 최대로 보아도, 탐구 회수 1회에 대 

하여 기초 탐구의 수는 3개 이하, 통합 탐구의 수는 5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부의 7차 교육 

과정 해설집 *에서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설명 

을 하면서 제시해 놓은 것을 참고한 것이다.

결과 및 고찰

탐구 수의 조사

화학 I의 종 교과서의 탐구 영역에 나타난 탐구 회 

수는 Table 2와 같이 전체 362회로 조사되었다. 교과서 

별 비교에서는 B교과서가 112회로 가장 많고, C교과서 

가 57회로 가장 적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 교과서 전체 대단원별 탐구 회수는 단원 1. 우리 

주변의 물질'이 211회, 단원 U. 화학과 인간，이 151회 

로 조사되어, 'I 단원어）서 탐구 수가 60회 많으旦로 단 

원 I의 학습에서 탐구 요소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 

을 것 같다. 종 교과서의 탐구 영역에 포함된 탐구 회 

수는 특정한 한 개의 교과서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Table 2. The numbers of inquiry by unit

Units Wddleuni^~~~ 一f-
Textbook

A B C D E Total

Water 11 23 12 13 11 70
Air 11 22 13 13 6 65

I. Our surrounding materials
Metal and utilization 14 23 11 15 13 76
Subtotal 36 68 36 41 30 211
Carbon compounds of Surrounding 14 28 11 13 16 82

II. Chemistry and human Compounds of the Life 12 16 10 13 18 69
Subtotal 26 44 21 26 34 151

Total 62 112 57 67 6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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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inquiry elements by unit

Units Observing Classifying Measuring Predicting Inferring Total

A 14 1 3 23 15 56
B 29 3 2 36 34 104
C 9 2 6 15 24 56

I. Our surrounding materials D 11 0 2 15 18 46
E 12 1 0 17 14 44

Subtotal 75 7 13 106 105 306
% 24.5 2.3 4.2 34.6 34.4 -
A 8 3 3 12 12 38
B 12 6 2 12 18 50
C 6 3 0 6 12 27

II. Chemistry and human D 2 4 0 7 7 20
E 6 6 2 13 9 36

Subtotal 34 22 7 50 58 171
% 19.9 12.9 4.1 29.2 33.9 -

Total 109 29 20 156 163 477
% 22.9 6.1 4.2 32.6 34.2 -

IE*: Inquiry Element

수를 나타내며, 각 교과서의 탐구 영역 전체에 대해서 

60회 내외의 탐구의 회수를 보이고 있다.

기초 탐구 요소의 조사

단원 I과 □를 합해서 생각하면 교과서별 전체 기초 

탐구 요소 수는 日교과서는 154회, D교과서는 66회로 

조사되어 B와。교과서는 88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5종의 전체 교과서에서는 추리 (34.2%), 예상 

(32.7%), 관찰(22.8%) 요소의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으 

나, 분류(6.1%), 측정 (4.2%) 요소는 낮게 조사되었다.

화학 I 각단원을 학습할때 탐구의 내용과 활동에 어 

떤 탐구 요소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더 적게 포 

함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표시했 

다. 대단원별 기초 탐구 요소 수는 단원 *1. 우리 주변 

의 물질'이 306회, 단원 'U. 화학과 인간，이 V71 회로, 

단원 I에서 단원 n 보다 135회 많게 조사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단원 I，의 중 단원들을 보면 물 

질의 기초 개념을 다루는 것들이고, 단원 IT는 생활 과 

학적인 개념을 주로 다루다 보니 단원 I에서 기초 탐구 

가 훨씬 많이 나타난 것 같다.

기초 탐구 요소별로 보면, 대단원과 교과서별로도 요 

소들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은。교과서에서 분류 요소를, E교과 

서에서는 측정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U. 화학과 

인간' 단원에서는 C, D교과서에서 측정 요소를 찾아보 

기 어려웠다. 따라서 C, D, E교과서를 채택한 교사는 

이와 같은 기초탐구 요소들이 누락됨이 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단원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교과서를 재구성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T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에 

서는 한자리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류(2.3%), 측 

정 (4.2%)과 ln. 화학과 인간，단원에서는 측정 (4.1%) 요 

소 등, 2개의 기초 탐구 요소가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 

났는데 학급의 탐구 능력 평가의 결과, 이들 2개의 기 

초 탐구 요소의 능력 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기가 

채택한 교과서에 특정 탐구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는 인접한 교과서를 참고하여 부족한 탐구 요소를 보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화학 I 교과서의 탐구 영역을 잘 학습하 

면 주로 추리 , 예상, 관찰의 기초 탐구 요소 기능이 길 

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류는 단원 I보다 II에서 

더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단원 I은 물, 공기, 금속이라는 

한정된 대상의 내용이나, 단원 II는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화합물을 다루다 보니 관찰한 결과들을 분류하 

여 기록하는 기술적 (Descriptive)탐구 과정을 주로 다 

무었기 때문인 것 같다.

통합 탐구 요소의 조사

단원 I과 "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통합 탐구 요소는 

전체적으로 문제 인식이 45회(8.1%), 가설 설정이 10회 

(1.8%), 변인 통제는 5회 (0.9%),자료 변환은 76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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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grated inquiry elements by unit

喩 Z PC FH cv TD ID DC G DE Total

A 7 2 0 6 36 9 2 5 67
B 6 1 1 12 65 16 6 6 113
C 5 2 1 18 41 7 4 3 81

I. Our surrounding
11 Idldldls D 6 2 1 10 37 13 4 1 74

E 5 0 2 3 25 3 2 1 41
Subtotal 29 7 5 49 204 48 18 16 376

% 7.7 1.9 1.3 13.0 54.3 12.8 4.8 4.2 -
A 7 1 0 2 22 5 1 2 40
B 0 1 0 2 36 5 1 4 49
C 3 0 0 9 16 3 0 1 32

II. Chemistry and
D 0 0 0 1 14 0 0 0 15

human
E 6 1 0 13 20 5 1 0 46

Subtotal 16 3 0 27 108 18 3 7 182
% 8.9 1.6 0.0 14.8 59.3 9.9 1.6 3.9 -

Total 45 10 5 76 312 66 21 23 558
% 8.1 1.8 0.9 13.6 55.9 11.8 3.8 4.1 -

IE: Inquiry Element, PC: Problem Cognition, FH: Formulation Hypothesis, CV: Controlling Variables, TD: Transforming Data, 
ID: Interpreting Data, DC: Drawing Conclusion, G: Generalization, DE: Designing Experiment

자료 해석은 312회(55.9%), 결론 도출은 58회(11.8%), 

일반화는 21회(3.8%), 실험 설계 23회 (4.1 %)로 조사되 

어 자료 해석(5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 

설 설정 (1.8%), 변인 통제 (0.9%)는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7차의 화학 I 교과서가 대체로 안 

내된 탐구3"2가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개방적 

탐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창의력을 요구하는 탐구 

요소33와인 가설 설정 , 변인 통제도 가능한 한 다 다룰 

수 있도록 유의해야겠다.

교과서의 선정에 참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 

한 교과서별 총 통합 탐구 요소의 수는 Table 4와 같이 

A교과서 107회, B교과서가 162회,。교과서 113회, D 

교과서 89회, E교과서는 87회로 조사되어 B교과서가 

가장 많고, E교과서가 가장 적어 교과서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였다. 대단원별 통합 탐구 요소 수는 Table 4 

와 같이 lL 우리 주변의 물질'이 376회, *11. 화학과 인 

간，이 182회로, 우리 주변의 물질，단원에서 194회 많 

게 조사되었다. 5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탐 

구 요소와 없는 탐구 요소들을 단원별로 조사해 보면 우 

리 주변의 물질' 단원에서 A교과서는 문제 인식 이 7회 

로 5종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았으나, 변인 통제는 없 

었고,。교과서는 자료 변환이 18회로 가장 많고, E교 

과서는 가설 설정 이 없었으며 , '화학과 인간' 단원은 5 

종 교과서를 합해서 가설 설정이 3회, 변인 통제는 없 

었고, 자료 변환은 E교과서에서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D교과서는 자료 해석을 빼고는 다른 탐구 요소들이 거 

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학과 인간에서는 고등 

학교에서 실험하기 힘든 유기 화합물을 주로 다루고 있 

어 실험 활동이 작아졌으日로 실험(검증)을 위한 변인 

통제 , 일반화, 실험 설계가 아주 없거나 단원 I보다 줄 

어들었다. 특히 변인 통제는 단원 I에서 전체 5회로 조 

사되었으나, 단원 II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단원 

I의 탐구 영역의 학습에는 귀납적, 경험적인 탐구를 단 

원 II의 학습에서는 자료를 변환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개념적 탐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Table 4를 참고하여 교사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통합 

탐구 요소에 주안점을 두되 미흡한 탐구 요소도 가능한 

학습자들이 좀더 경험할 수 있도록 Table 4의 부족한 

탐구 요소들이 나타나는 인접 교과서를 참고하여서 각 

단원의 탐구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차 교육 과정에 신설된 통합 탐구 요소

문제 인식,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일반화)의 분석

7泌Ze 4와 같이 전체 558회 중 문제 인식 45회(8.2%), 

자료 변환 76회(13.8%), 결론 도출 66회(11.8%), 일반 

화 21회(3.8%)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6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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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없던 새로운 통합 탐구 요소1,2를 처음으로 7차 

교육 과정에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현장의 과학 교과서 

에서는 반영이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 

자리수의 비율로 낮게 나타난 문제 인식은 개방적 탐구 

의 출발이고 일반화는 보편적 인 과학적 방법 인 귀납법 

의 중추가 되는 탐구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많이 다홀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 요소의 비교

Table 3과 같이 전체 기초 탐구 수는 477회(46.1%)이 

고, Table 4와 같이 통합 탐구 수는 558회 (53.9%)로 통 

합 탐구 수가 81회(7.8%) 많아 통합 탐구를 다소 비중 

있게 다루었다. 화학 I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학습하므 

로 이 경향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통합 탐구 과정을 많 

이 다루려는 7차의 과학 고육 정신에 맞다고 볼 수 있 

다. B교과서는 기초 탐구 154회(48.7%), 통합 탐구 162 

회(51.3%)로, E교과서는 기초 탐구 80회(47.9%), 통합 

탐구 87회(52.1%)로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나, C교과서 

는 기초 탐구 83회(42.3%), 통합 탐구 113회(57.7%)로 

통합 탐구에 비중을 두고 있으已로 해당 교과서를 채택 

한 교사는 통합 탐구가 많은 교재를 참고할 필요가 있 

겠다. 단원별로는 단원 I이 단원 U보다 기초 탐구 수에 

서 월등히 많고, 특히 통합 탐구에서는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년(고등학교 2학년)에서 많이 다 

루게 되어 있는 통합 탐구의 요소들을 단원 I에서 고르 

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탐구 영역 중 탐구 활동 종류의 조사

이제까지의 연구 대상으로 한 탐구 영역에는 탐구 과 

정과 탐구 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으나, 7차 과학 교육 

과정에서 탐구 활동을 별도로 신설하였고, 이것을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탐구 활동만 자세하게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각 활동에 포함된 탐구 요소를 조사하였 

다. 탐구 요소 종류별 회수를 보면, 전체 교과서는 Table 

와 같이 토의 63회, 실험 127회, 조사 86회, 견학 5회, 

과제연구 10회로 실험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견학, 과 

제 연구는 낮게 조사되었다.

교과서별로 보면, 총 탐구 활동 수는 B교과서가 105 

회로 가장 많고, C와 E교과서는 각각 45회로 적어 교 

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 토의는 B교과서에서 39 

회로 가장 많고,。교과서는 3회로 가장 적었으며 , 견학 

은 E교과서가 3회로 가장 많고, A와 B교과서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BB교과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토의, 실험, 

조사를 균등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 
차의 과학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험이 전체 탐구 활동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견학은 거의 없는 편이고 과제 연구도 아주 

작은 숫자로 나타난 것은 다양한 탐구 활동의 정신에 

어긋난다. 견학35은 7차에 신설된 창의적 재량 활동 시 

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과제 연구는 자기 주도적 학습 

의 정신과 폭넓은 탐구 활동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탐구 활동이므로 E 교과서 내에 있는 견학과 과제 연

Table 5. The numbers of inquiry activities by unit

Units
lextbooK^^^

D E I O P Total %

A 4 15 3 0 2 24 16.0
B 29 24 6 0 1 60 40.0
C 3 14 6 1 0 24 16.0

I. Our surrounding materials D 1 13 9 1 0 24 16.0
E 1 10 3 2 2 18 12.0

Subtotal 38 76 27 4 5 150 -
% 25.3 50.7 18.0 2.7 3.3 - -
A 6 10 4 0 0 20 14.2
B 10 18 17 0 0 45 31.9
C 2 8 9 0 2 21 14.9

n. Chemistry and human D 2 5 19 0 2 28 19.9
E 5 10 10 1 1 27 19.1

Subtotal 25 51 59 1 5 141 -
% 17.7 36.2 41.9 0.7 3.5 - -

Tbtal 63 127 86 5 10 291 -
% 21.6 43.7 29.6 1.7 3.4 - -

A: Inquiry Activities, D: Discussion, E: Experiments, I: Investigation, O: Observation, P: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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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동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여야겠다. 대단원별로 보 

면, 5종 교과서 전체 탐구 활동 총 수는 Table 와 같 

이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이 150회,，화학과 인간，단 

원이 141회로조사되었다.

각 단원을 학습할 때 가능한 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한 대단원별 탐구 활동 종류별 

로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에서 토 

의는 Table 와 같이 총 38회로 조사되었으며 , 日교과서 

가 29회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D, E는 각각 1회로 교 

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은 B교과서에서 24 

회로 가장 많았으며, 견학은 E교과서에서 2회, A와 B 
교과서는 없었다. 과제 연구도 견학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화학과 인간' 단원에서는 토의, 실험은 B교과 

서에서 각각 10회, 18회로 많았고, 조사는。교과서가 

19회로 가장 많았으며, 견학은 E교과서에서 1회만 조사 

되었다. 과제 연구도 없는 교과서가 있었다. 단원 II에 

서 조사가 크게 증가되고 실험은 조사보다는 작았으나 

토의에 비해서는 2배의 빈도 수를 보였다. 두 단원의 

탐구 활동 종류를 비교했을 때 단원 II에서 조사가 실 

험보다 많은 것이 특이한데 이 경향은 단원 II가 실험 

보다는 조사 활동을 통하여 생활과 관련이 깊은 물질이 

나 제품들의 성질과 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되 

정량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화합물의 특성과 이용을 중 

심으로 다루도록 한 단원의 성격 때문인 듯하다. 실험 

은 주로 인과 관계 규명이나 조사는 이에 대하여 상관 

관계, 실태 분석 등 더 폭넓은 탐구 활동이므로 이 단 

원에서 조사에 더 유념해야겠다. 과제 연구에 대한 조 

사 분석은 교과서마다 용어의 표현이 달라 과제 연구의 

탐구 활동으로 해석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과제 연구3&3S란 큰 단원을 마친 후에 포괄적 , 활동적 

내용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료 수집을 하거나 연구 

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5종의 화학 I교과 

서에서 표현된 과제 연구는 과제', 과제 학습', '생각 

넓호］기，등 표현에 혼선이 있으며, 7차 탐구 과정의 정 

신에 맞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표현된 과제 연구의 내용일지라도 소단원 

에만 관련된 편협된 활동, 암기나 계산만 하면 해결되 

는 과제, 단순한 반응식의 완결 등은 배제하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수행해야하고, 큰 단원에 관련되고, 종 

합적 탐구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과제 연구로 해석하였다. 과제 연구는 교과서 

내의 탐구활동이 대부분 안내된 탐구A어 활동이고, 차 

시에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 

여 개방적 탐구, 능동적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므 

로 5종 교과서에 나타난 과제 연구 부분을 잘 참고하여 

가능한 한 적은 회수라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탐구활동 중 실험 부분에 포함된 탐구 요소

Table 6에서는 탐구 활동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실험

Table 6. Frequencies of the inquiry elements in experiment activity by unit

Units
Text 

-book 0

Basic inquiry elements

CMP I S % PC

Integrated inquiry elements

FH CV TD ID DC G DE S %
Total

A 14 1 2 9 5 31 20.4 5 2 0 3 15 3 1 5 34 20.0 65
B 20 1 4 8 9 42 27.6 7 1 1 6 20 6 1 6 48 28.2 90

I. Our surrounding C 9 0 5 7 13 34 22.4 4 2 1 7 15 3 2 2 36 21.2 70
materials D 10 0 2 5 4 21 13.8 6 2 1 2 12 5 2 3 33 19.4 54

E 9 0 0 8 7 24 15.8 4 0 2 1 10 1 0 1 19 11.2 43
Subtotal 62 2 13 37 38 152 - 26 7 5 19 72 18 6 17 170 - 322

A 8 0 3 5 4 20 20.8 8 1 0 0 11 2 1 2 25 26.4 45
B 12 1 2 6 10 31 32.3 9 1 0 1 16 1 0 4 32 35.2 63

n. Chemistry and C 6 2 0 4 6 18 18.8 3 0 0 3 6 1 0 1 14 15.4 32
human D 2 1 0 3 3 9 9.4 0 0 0 0 3 0 0 0 3 3.3 12

E 6 3 2 2 5 18 18.7 6 1 0 0 8 2 1 0 18 6.9 36
Subtotal 34 7 7 20 28 96 - 26 3 0 4 44 6 2 7 92 - 188

Total 96 9 20 57 66 248 - 52 10 5 23 116 24 8 24 262 - 510
% 38.7 3.6 8.1 23.0 26.6 - - 19.9 3.8 1.9 8.8 44.3 9.2 3.1 9.2 - - -

O: Observing, C: Classifying, M: Measuring, P: Predicting, I: Inferring, S: Subtotal, PC: Problem Cognition, FH: Formulation 
Hypothesis, CV: Controlling Variables, TD: Transforming Data, ID: Interpreting Data, DC: Drawing Conclusion, G: Generali
zation, DE: Desig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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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회) 내용에 기초 •통합 탐구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 

었는지 분석하였다.

단원 I과 II를 합해서 생각하면 탐구 활동 중 실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초 탐구요소 수는 5종 교과서 

전체에서 248회로조사되었다.그중관찰이 96회(38.7%), 

예상 57회(23.0%), 추리 66회(26.6%)는 많이 조사되었 

고, 분류는 9회(3.6%沪卜장 적었다. 통합 탐구의 경우 5 

종 교과서 전체에서 262회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는 

자료 해석 116회(43.3%)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문제 

인식 이 52회(19.8%), 가설 설정 10회(3.8%), 변인 통제 

5회 (1.9%), 자료 변환 23회 (8.8%), 결론도출 24회 (9.2%), 

일반화 8회(3.1%), 실험 설계 24회(9.2%)로 적게 조사 

되었다. 실험을 통해 기초 탐구는 관찰, 예상, 추리 요 

소를, 통합 탐구는 자료 해석과 문제 인식 요소를 가장 

많이 학습할 수 있고, 결론 도출, 실험 설계, 자료 변환 

등도 비교적 다룰 수 있으나 분류, 가설 설정 , 변인 통 

저】, 일반화 등의 탐구 요소는 다룰 기회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단원별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의 총 수는 우리 주 

변의 물질' 단원이 322회,，화학과 인간，단원이 187회 

로 조사되어 단원 I이 단원 II보다 훨씬 다양한 탐구 요 

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단원에 대한 탐구 요 

소별 조사를 보면 단원 I의 실험에 포함된 기초 탐구 

요소는 관찰은 B교과서가 20회로 가장 많고, 분류는 A 

와 B교과서 1회, 나머지 교과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 

측정은 C교과서 5회, E교과서는 없었으며, 예상은 전 

체 교과서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추리는 CC교과서가 

13회로 가장 많았다. 통합 탐구는 문제 인식 이 고른 분 

포를 보였고, 가설 설정, 변인 통제는 적었으며, 자료 변 

환은 C교과서가 7회, 자료 해석은 B교과서가 20회로 

가장 많고, 결론 도출, 실험 설계는 E고과서에서 각각 

1회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단원 I에서는 실험에서 관 

찰, 자료 해석 능력은 신장시킬 수 있으나 분류,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일반화 요소를 길러주기는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단원 II에서는 Table 6과 같이 관찰, 추리는 日교과서 

에서 각각 12회, 10회로 가장 많았고, A교과서에서는 

분류가, C와 皿과서는 측정 이 없었으며 , 통합 탐구는 

단원 I과 같이 자료 해석이 가장 많았고, 변인 통제는 

전체 교과서에서 없었다.

단원 II에서도 기초 탐구는 관찰, 예상, 추리를 통합 

탐구는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체 단원에서 관찰과 자료 해석이 월등히 많 

다는 것은 아직도 실험이 안내된 탐구心2로 된 것이 많 

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개발자는 적게 나타 

난 탐구 요소도 Table 6을 이용하여 부족한 탐구 요소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교과서를 참고하여 학 

생들이 다양한 탐구 요소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실험 내

Table 7. Frequencies of the inquiry elements in investigation activity by unit

Units Basic inquiry elements Integrated inquiry elements
IbtalO C M p I S % PC FH cv TD ID DC G DE s %

A 0 0 0 1 1 2 15.4 0 0 0 1 3 1 0 0 5 14.7 7
B 0 1 0 2 2 5 38.5 1 0 0 1 5 1 0 0 8 23.5 13

I. Our surrounding C 0 0 0 0 1 1 7.6 0 0 0 5 5 0 0 0 10 29.4 11
materials D 1 0 0 1 3 5 38.5 1 . 0 0 0 7 0 0 0 8 23.5 13

E 0 0 0 0 0 0 0.0 0 0 0 1 2 0 0 0 3 8.8 3
S* 1 1 0 4 7 13 - 2 0 0 8 22 2 0 0 34 - 47
A 0 0 0 1 1 2 9.1 0 0 0 1 1 0 0 0 2 5.0 4
B 1 5 0 1 0 7 31.8 0 0 0 1 11 0 0 0 12 30.0 19

II. Chemistry and C 0 0 0 1 1 2 9.1 0 0 0 6 4 0 0 0 10 25.0 12
human D 0 3 0 2 3 8 36.4 0 0 0 1 8 0 0 0 9 22.5 17

E 0 1 0 1 1 3 13.6 0 0 0 5 2 0 0 0 7 17.5 10
S* 1 9 0 6 6 22 - 0 0 0 14 26 0 0 0 40 - 62

Ibtal 2 10 0 10 13 35 - 2 0 0 22 48 2 0 0 74 - 109
% 5.7 28.6 0.0 28.6 37.1 - - 2.7 0.0 0.0 29.7 64.9 2.7 0.0 0.0 - - -

T: Textbook, O: Observing, C: Classifying, M: Measuring, P: Predicting, I: Inferring, S: Subtotal, PC: Problem Cognition, FH: 
Formulation Hypothesis, CV: Controlling Variables, TD: Transforming Data, ID: Interpreting Data, DC: Drawing Conclusion, 
G: Generalization, DE: Desig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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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조사 활동에 포함된 탐구 요소

탐구 활동 중 조사 활동에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 요 

소가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7과 같이 

전체적으로 기초 탐구 요소는 35회, 통합 탐구 요소는 

74회로 통합 탐구 요소가 39회 많았다.

조사 활동에서 기초 탐구는 B, D 교과서 , 통합 탐구 

는 B, C 교과서가 탐구 회수의 수가 많다. 이와 같이 5 
종 교과서 모두 탐구 활동 중 조사를 통해서는 기초 탐 

구에서는 추리, 분류, 예상 요소를, 통합 탐구에서는 자 

료 해석 , 자료 변환 요소를 학습자에게 길러 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조사 활동은, 참고 문헌에 의 

하면 교과서의 수렴적 활동을 보완하여 발산적 사고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과관계 

외에 상관관계와 실태 파악에고 목적을 둔다2939고 되 

어 있다. 그러나 조사 활동에서는 탐구 요소가 편중되 

어 있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탐구 요소를 길러 주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아도 다양한 탐 

구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학 I 교과서 

의 조사 활동을 지도할 때 부족한 탐구 요소들은 무엇 

인지, 어떤 탐구요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Table 7 
의 자료를 유념하여 다양한 탐구 과정 (요소)들을 학습 

자가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단원별 조사 활동에 포함된 탐구 요소를 비교해 보 

면,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에서 기초 탐구 요소는 전 

체 13회, 통합 탐구 요소는 전체 47회, '화학과 인간' 

단원에서 기초 탐구 요소가 22회, 통합 탐구 요소가 62 
회로 화학과 인간' 단원에서 조사 활동을 통해서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단원 II 
의 성격 이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하는 개념적 탐구가 많 

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단원 I］가 조사 활 

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7차 교육 과정에 신설된 탐구 활동 

중 조사 활동은 5종 교과서에서는 86회(29.6%)로 상당 

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 활동을 하면서 다 

룰 수 있는 탐구 요소가 추리, 예상 분류와 자료 해석, 

자료 변환에 편중되어 있어 실험 활동 보다 다룰 수 있 

는 탐구 요소의 분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조사는 인 

과 관계 규명 외에 상관 관계 규명 , 실태 분석 등 실험 

보다 더 폭 넓은 탐구 활동2您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6 

차의 교육 과정 해설집25에서와 같이 아직도 자료해석 

또는 자료 수집 및 처리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토의 활동에 포함된 탐구 요소

토의 활동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초 탐구가 44회, 통합 

탐구가 115회로 조사 활동에서와 같이 통합 탐구 요소 

가약 3배로많이 나타났다. Table 8은토의(63회, 21.6%) 
에 포함된 기초?통합 탐구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A교과서는 예상 요소가 4회, 자료 해석 6회로 가장 

많았고, B교과서는 예상, 추리가 각각 12회, 13회였으 

며 , 자료해석 , 결론도출 각각 36회 , 10회로 압도적으로

Table 8. Frequencies of the inquiry elements in discussion activity by unit

c
Basic inquiry elements

% PC
Integrated inquiry elements

Total
T\ 0 M p I S FH cv TD ID DC G DE s %
A 0 0 0 3 1 4 12.1 1 0 0 0 3 1 0 0 5 9.8 9
B 4 1 0 10 12 27 81.8 1 0 0 3 29 7 1 0 41 80.4 68

I. Our surrounding C 0 1 0 1 0 2 6.1 0 0 0 2 2 0 0 0 4 7.8 6
materials D 0 0 0 0 0 0 0.0 0 0 0 0 1 0 0 0 1 2.0 1

E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S* 4 2 0 14 13 33 - 2 0 0 5 35 8 1 0 51 - 84
A 0 0 0 1 1 2 18.2 0 0 0 0 3 1 0 0 4 20.0 6
B 0 0 0 2 1 3 27.3 0 0 0 0 7 3 0 0 10 50.0 13

H. Chemistry and C 0 0 0 0 0 0 0.0 0 0 0 0 2 0 0 0 2 10.0 2
human D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0 0.0 0

E 0 2 0 3 1 6 54.5 0 0 0 2 2 0 0 0 4 20.0 10
S* 0 2 0 6 3 11 - 0 0 0 2 14 4 0 0 20 - 31

Total 4 4 0 20 16 44 - 2 0 0 7 49 12 1 0 71 - 115
% 9.1 9.1 0.0 45.4 36.4 - - 2.8 0.0 0.0 9.9 69.0 16.9 1.4 0.0 - - -

T: Textbook, O: Observing, C: Classifying, M: Measuring, P: Predicting, I: Inferring, S: Subtotal, PC: Problem Cognition, FH: 
Formulation Hypothesis, CV: Controlling Variables, TD: Transforming Data, ID: Interpreting Data, DC: Drawing Conclusion, 
G: Generalization, DE: Desig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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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D과서는 기초 탐구 요소는 없고, 자료 해석 

만 1회였으며, 日교과서는 분류가 2회, 예상 3회, 자료 

변환, 자료 해석이 각각 2회로 조사되었다. 탐구 활동 

중 토의를 통해서는 기초 탐구 요소는 예상, 추리를, 통 

합 탐구 요소는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교과서간에 차이가 심하여 B교과서를 

참고함이 좋을 듯하다. 토의 활동은 관련 문헌을 보면 

개념 또는 절차의 명료화나 정교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실험 활동을 대체하거나 일반화와도 관련된다고 말하 

고 있다.29,39 그러나 토의 활동에서도 탐구 요소가 너무 

편중되어 7차 화학 I 교과서에 나오는 토의 활동으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탐구 요소를 길러주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토의 활동의 성 

격상 6차 교육 과정 25에서도 자료 해석의 탐구요소가 주 

축을 이루듯이 7차 교육 과정에서도 토의 활동에서는 

자료 해석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외 의사 소통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단원별로 토의에 포함된 탐구 요소를 비교해 보면, 

토의 활동은 Table 8과 같이 '우리 주변의 물질' 단원 

에서 기초 탐구 요소는 전체 33회, 통합 탐구 요소는 

전체 51회, *1. 화학과 인간，단원에서 기초 탐구 요소 

가 11회, 통합 탐구 요소가 20회로 단원 I에서 기초 탐 

구와 통합 탐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우리 주변의 물 

질' 단원에서, 관찰은 B교과서만 4회였고, 분류는 B와 

。교과서에서 각각 1회, 측정은 전체적으로 없었으며, 

예상 추리는 日교과서에서 각각 10회, 12회로 가장 많 

았고 문제 인식은 A와 B에서 각각 1회, 가설 설정, 변 

인 통제는 없었으며, 자료 변환은 B와 C교과서에서 각 

각 3회, 2회였으며,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은 B에서 29 

회, 7회로 가장 많았으며 , 일반화는 B교과서만 1회 , 실 

험 설계는 없었다. '화학과 인간，단원에서는, B교과서 

는 자료 해석 , 결론 도출이 각각 7회와 3회로 가장 많 

았으며, E교과서에서는 분류 2회, 예상 3회로 가장 많 

았고 관찰, 측정은 없었으며, 자료 변환, 자료 해석이 

각각이 2회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문제 인식, 가설 

설정 , 변인 통제, 일반화, 실험 설계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수도 B교과서를 빼면 토의를 통해서는 기 

초 탐구 요소는 그 회수가 작고, 통합 탐구도 자료 해 

석 외는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4如는 구 

성주의 심리학과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현대 과학 

교육 목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식 영역 뿐 아니라 

탐구 영역을 통해서도 가능한 학습자가 많이 경험하도 

록 해야겠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토의 활동에서는 기초 

탐구는 예상 추리 요소를 통합 탐구는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요소를 학습자에가 길러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 위의 단원 비교 자료들은 화학 I의 토의 활동 

에서 각 단원에 따라 어떤 탐구 요소가 주안점이 되고 

어떤 탐구 요소가 미흡한지를 보여 준다.

결 론

제 6차 교육 과정에 비해 탐구 활동이 신설되고 새로 

운 탐구 요소들도 더 추가되어서 다양한 탐구 학습을 

강조한 제 7차 과학교육 과정의 정신이 새로 편찬된 화 

학 I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 종합적 

탐구 학습 활동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7차의 

탐구 요소들에 의해서 화학 I 교과서의 탐구 영역을 분 

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탐구 회수의 조사 결과, 탐구 영역에 나타난 탐구 수 

는 한 개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각 교과서마다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대단원별로는 'I. 우리 주변의 물질' 단 

원이 탐구의 회수가 다른 단원에 비해 많고, 기초 탐구 

요소 수도 다른 단원의 2배 가까이 됨으로, 이 단원의 

학습에서 보다 다양한 탐구 학습을 추구함이 좋겠다.

기초 탐구의 분석에서는 예상, 추리, 관찰에 비중을 

두고 있고, 측정 , 분류가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인다. 교 

과서에 따라, 탐구 영역에 나타난 회수가 적거나 나타 

나지 않는 기초 탐구 요소들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 

을 때는 본 연구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탐구 영역을 재 

구성하여 탐구 학습을 함이 좋겠다. 통합 탐구 요소의 

회수는 우리 주변의 물질'이 '화학과 인간보다 두 배 

가 넘는 통합 탐구 회수가 나타나 기초 탐구 요소와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탐구의 종류별 분석은, 

자료 해석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은 어느 정도 나타나나, 그 외의 통합 탐구 요소는 적 

은 비율이다. 문제 인식은 개방적 탐구의 출발이고, 일 

반화는 과학의 보편적 방법인 귀납법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탐구 요소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 연구의 통합 탐구요소의 자료를 참고 할수 있다.

탐구 활동 비교 분석은 실험의 비율이 전체 탐구 활 

동의 1/2 정도 차지하고, 조사와 토의를 합하면 실험과 

비슷한 비율이다. 특히 조사 활동은 '화학과 인간' 단원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탐구 활동별 분석에서 실험 

활동은 다른 탐구 활동에 비해서 고른 탐구 요소를 보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7차 과학교육과정의 탐구 요소들에 의한 화학 (I) 교과서의 탐구 영역 분석 643

이고 있다. 조사활동에 포함된 탐구 요소는 기초 탐구 

에서는 추리, 예상, 분류 요소가 통합 탐구에서는 자료 

해석 , 자료 변환이 비교적 많이 취급되고 있고, 토의의 

탐구 요소 분석은 예상, 추리와 자료 해석 이 많고, 결론 

도줄, 자료 변환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와 

토의 모두 앞에 나타난 탐구 요소들 외의 다른 탐구 요 

소는 없거나 아주 빈약하다. 다양한 탐구 활동을 위해 

신설한 견학, 과제 연구는 거의 없거나 아주 빈약하다. 

5개의 탐구 활동의 비율을 균등히 할 필요는 없으나, 7 
차 과학 교육의 정신인 자기 주도적 학습은 과제 연구 

와, 창의적 재량활동은 견학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생 

각되므로 탐구 활동의 편중성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 

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연구년제 연구교수 지원 연구 

비에 의해 지원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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