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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eachers' cognitions about the primary science textbooks(experiment and observation) 
used in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surveyed 211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WIN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Most of the teachers showed positive opinions on the directions of the compilation of experiment and observation 
textbook. Teachers used experiment and observation textbook as summary notes, experiment reports and evaluating 
methods.
 The experiment and observation textbooks should be compiled and reorganized in order as follows : Lesson 
introduction, inquiry activities, and intensive and supplementary activities which are followed by space of description in 
experiment and observation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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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 하기 

하여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알맞게 학습내용을 선

정 조직한 교육과정 자료 의 하나이다. 제 7차 교

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행 등학교 과학 교과용 

도서에는 과학 교과서, 실험 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과학 교과서와 함께 새로 편찬된 실

험 찰 교과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기록하는 시

간을 이고, 실제로 탐구하는 시간을 늘려 탐구능

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한 자료이다. 그리고 실험

찰 교과서에는 학생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림

과 사진, 읽을거리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 1998, 2004;이 덕 외, 1985; 

최석진 외, 1997). 
실험 찰 교과서는 자기 주도 이고 창의 인 탐

구학습을 한 학습기록장  심화․보충활동을 

한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히 제공하도록 편찬되

었다. 
실험 찰 교과서의 체제는 과학 교과서의 개방

식과 깊은 연계가 있으며 심화․보충활동이 제시되

어 있다. 심화․보충활동에는 ‘이런 실험(놀이, 활

동)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되짚어 보기’, ‘실험기

구 사용법’ 등이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활동을 모

두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와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4). 
실험 찰 교과서는 과학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경우 실험

찰 내용도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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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시  성격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자체에 큰 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

과정의 개정을 교과서 내용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

으며, 학교 교실수업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과서가 인 역할을 하고 있

다(권치순, 1985;최돈형 외, 1994;이 덕 외, 1985;최
석진 외, 1997)

이 게 볼 때 과학 교과서는 교육과정 구 을 

한 학생용 주된 자료로서 교수-학습에 미치는 효과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수업의 질

을 개선하기 해서는 교과서 체제 개선을 한 노

력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실험 찰 교과서는 제 5
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교과용 도서로 편찬되어 

학생들이 과학 수업시간에 기록하는 시간을 여 

탐구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하기 해 만든 

교수 학습자료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실험 찰 교과서가 무 획일 이고 구체 으로 

꾸며져 있어서 오히려 창의력과 탐구능력 신장에 

해가 된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고, 그 개선을 

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어 왔다(교육인 자원부, 
1998, 2004;정완호, 1993). 

김정길 등(1989)은 실험 찰 교과서의 효율 인 

활용방안 연구에서 과학 인 탐구능력을 신장시키

기 해서는 실험 찰의 활용이 효율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교과서의 활용실태 조

사에서 많은 교사들이 실험 찰 교과서가 교육과정

의 운 에 정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내

용은 탐구능력과 과학  태도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 다. 한 교사들은 거의 매

시간 실험 찰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아동 스스로 계획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실

험 찰이 꾸며져야 한다고 하 다(이주연, 2000;이
정, 1999).
실험 찰 교과서는 발견 학습장으로 쓰일 수 있

도록 보다 다양하고 개방 으로 꾸며져야 하며, 실
험 는 찰 보고서를 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실험 찰 교과서

는 탐구활동 기록란이 무 구획되어 있어서 모두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므로 빈 공간을 

두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김경순, 2003;채 표, 1990).
본 연구에서는 행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

서인 실험 찰 교과서를 과학 수업에 활용하고 있

는 교사들을 상으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는데 목 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실험 찰 교과서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

떠한가?
2) 과학수업에서 실험 찰 교과서의 활용실태는 

어떠한가?
3) 교사들이 바라는 실험 찰 교과서의 개선방안

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등교사 2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2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211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등학교 과

학교과용 도서  실험 찰 교과서를 상으로 편

찬 취지와 방향, 활용도, 체제 등에 해 설문지 조

사를 수행하 다. 본 조사는 2005년 4월～5월에 실

시되었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실험 찰 교과서

의 편찬방향과 활용을 기 로 하여 25개 문항의 설

문지를 작성하고, 각 문항은 5단계의 리커르트식, 
선다형, 주 식으로 구성하 으며 설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설문내용은 실험 찰 교과서에 한 인식, 활용, 

개선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찰 교과서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한 문

항은 실험 찰 교과서가 편찬의도에 어느 정도 부

합되는지와 내용구성에 한 것이고, 실험 찰 교과

서에 한 문항은 활용도, 지도방법, 읽을거리, 심
화․보충자료에 한 것이었다. 실험 찰 교과서의 

개선에 한 문항은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새로운 용어나 문장진술, 사진․삽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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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문항 번호

탐구학습 심

개인별 발견학습장

단원 개

기록 부담

탐구과정 개방도

심화․보충학습 자료 제공

시간 운

진술문의 탐구력 신장 기여도

사진․삽화의 주제 부합성

사진․삽화의 간  경험 기여도

사진․삽화의 탐구력 신장 기여도

사진․삽화의 크기

사진․삽화의 색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읽을거리의 단원내용 이해 기여도

읽을거리의 학습주제 부합성

심화․보충활동의 심화․보충자료 부합성

심화․보충활동의 탐구능력 신장 기여도

활용도

수정․보완

심화․보충활동의 지도 방법

읽을거리의 지도 방법

편찬에 한 개선 의견

새로운 용어․문장진술의 개선 의견

읽을거리의 개선 의견

심화․보충활동의 개선 의견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표 2. 실험 찰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의 부합성                                                          (단 : 명(%))

구분
내용

 아니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평균

탐구학습

발견학습장

단원 개

기록부담

탐구과정

심화보충 자료제공

시간운

1(0.5)
1(0.5)
1(0.5)
4(1.9)

0
4(1.9)
2(0.9)

15(7.1)
28(13.3)
19(9.0)

32(15.2)
33(15.6)
35(16.6)
25(11.8)

77(36.5)
64(30.3)
83(39.3)
43(20.4)
92(43.6)
83(39.3)
43(20.4)

98(46.4)
97(46.0)
89(42.2)

102(48.3)
77(36.5)
73(34.6)

100(47.4)

20(9.5)
21(10)
19(9.0)

30(14.2)
9(4.3)

16(7.6)
41(19.4)

3.57
3.52
3.50
3.58
3.29
3.29
3.73

표 1. 설문내용 

문    항 평  균

진술문의 탐구력 신장 기여도

사진 삽화

읽을거리

심화보충활동

3.25
3.64
3.87
3.64

표 3. 실험 찰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한 인식

심화․보충활동에 한 것이었다. 비조사에서 실

험 찰 교과서의 개선 으로 차시별 기록란과 참고

자료로서의 읽을거리, 심화․보충활동이 개선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부분을 차지하 다. 그러나 차

시별 기록란에 한 문항은 수정․보완에 한 문

항과 복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용어나 문장진

술, 참고자료로서의 사진․삽화, 읽을거리, 심화․

보충활동의 개선방안에 한 것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지 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조사결과는 빈도

와 평균을 산출하고, 조사 상자의 배경 요인별 차

이를 알아보기 해 χ 검증을 실시하 다. 설문지

는 연구자가 개발하여 직 교사 5인, 과학교육 문

가 1인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다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1. 실험관찰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험 찰 교과서의 편찬의도와 내용구성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실험 찰 교과서가 편찬방향에 얼마나 부합되는

지에 한 반응은 평균 3.50으로 체로 정 이었

으나 학년에 따른 탐구과정의 개방도와 보충‧심화 

학습을 한 자료제공에 한 인식은 비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찰 교과서의 내용에

서 가장 시 히 보완해야 할 내용은 탐구과정을 포

함하는 실험방법이며(최돈형 외, 1994), 재 교과서

에서 찰, 측정, 일반화의 내용이 많은 반면에 추

리, 상, 문제인식, 가설설정 내용이 상 으로 

고, 보다 폭 넓은 과학 탐구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아동 스스로 문제를 발견



과학수업에서 실험관찰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방안 15

표 4. 활용용도                                                                                        (단 : 명(%))

        비
구분

1 순 2 순 3 순 총  순  

탐구능력 자료

학습정리 공책

열린 학습지

평가 자료

실험보고서

실험안내서

기   타

 17 ( 8.1)
130 (61.6)
  3 ( 1.4)
  2 ( 0.9)
 56 (26.5)
  3 ( 1.4)

0

10 ( 4.7)
52 (24.2)
18 ( 8.5)
38 (18.0)
77 (36.5)
17 ( 8.1)

0

14 ( 6.6)
17 ( 8.1)
26 (12.3)
74 (35.1)
42 (19.9)
37 (17.5)
 1 ( 0.5)

85
509
71

156
364
80
1

1
3
2

표 5. 실험 찰 교과서의 수정‧보완 유무                                                               (단 : 명(%))

수정․보완 이     유

경험 있음 90(42.7)

  수업 모형에 따라 단계별 기록란을 보완하기 하여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충하기 하여

  체실험을 하기 하여

  용어가 추상 일 경우

  기타

  계

43 (47.8)
20 (22.2)
15 (16.7)
10 (11.1)
 2 ( 2.2)
90 ( 100)

경험 없음 121(57.3)

표 6. 심화․보충활동 지도                  (단 : 명(%))

 지도하지 않는다

거의 지도하지 않는다

실험 안내만 해 주는 정도이다

체 실험 자료로 가끔 활용한다

심화․보충 학습을 한 자료로 수업에 늘

  활용한다

  1 ( 0.5)
 18 ( 8.5)
 59 (26.5)
116 (55.0)
 17 ( 8.1)

계 211 ( 100)

표 7. 읽을거리 지도                        (단 : 명(%))

 지도하지 않는다

거의 지도하지 않는다

개별 으로 읽어보도록 한다

히 사용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지도한다

수업시간  아동을 지명하여 읽게 한 후

  보충 설명 한다

  2 ( 0.9)
  4 ( 1.9)
 28 (13.3)
 87 (41.2)

 90 (42.7)

계 211 ( 100)

하고, 실험하는 열린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이 정, 1999;김정길 외, 1989)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실험과찰 교과서의 편찬방향의 부합성에

서 탐구과정의 개방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교사들은 과학수업에서 탐구능력을 요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탐구능력 향상을 해 보다 질 높은 교

재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찰 교과서의 내용구성에 한 교사들의 인

식은 문장진술의 탐구력 신장 기여도, 사진․삽화, 
읽을거리, 심화․보충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3.65
로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진술문의 탐

구능력 신장 기여도가 다른 항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 문장의 진술방식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실험관찰 교과서의 활용

실험 찰 교과서를 과학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

고 있는지에 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찰 교과서 활용에 해서는 활용도, 수정․보완, 지
도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 표 7과 같다.
실험 찰 교과서의 용도는 학습 정리용으로 활용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1순 에 61.6%, 2순 에 

24.2%, 3순 에 8.1%로 나타나 부분의 교사들이 

실험 찰 교과서를 학습 정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실험보고서, 평가자료의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수업에서 실험 찰 교과서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42.7%(90명)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험 찰 교과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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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로 편찬하는 방안                                                      (단 : 명(%))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108
103

(51.2)
(48.8)

계 211 (100)

  이유

  학습활동에 집 도가 떨어진다

  비도가 낮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

  복되는 내용이 많고 다양하지 못하다

84
17

2

(81.5)
(16.5)
(2.0)

계 103 (100)

  개선방안

  한 책으로 합본한다

  기타

101
2

(98.0)
(2.0)

계 103 (100)

정․보완 하여 사용하는 이유로는 47.8%(43명)의 교

사들이 수업모형에 따라 단계별 기록란을 보완하기 

해서라고 응답하여 차시별 기록란에 한 보완이 

실함을 시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1999)
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는데,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문제 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이를 해

결하기 해서는 단원별로 공란을 두어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심화․보충활동의 지도방법으로는 체 실험자

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55%)이 실험 찰 교과서를 체 실험

자료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심화․보충활동에 

한 인식이 정 이었던 것과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이는 실제 수업에서 시간확보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애와 노석구(2003)도 실험 찰 교과서가 심

화․보충활동에 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 반

면 유용성에 해서는 정 이지 않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교사

들이 교과서가 가장 주된 학생용 교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간확보가 어려워 심화․보충활동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할 경우 부담을 느끼기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화․보충활동이 보다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되도록 하기 해서는 심화․보충

활동이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험 찰 교과서에 제시된 읽을거리는 주로 수업

시간 에 읽기 자료, 는 보충 설명하거나 학습동

기를 유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을

거리는 과학 학습내용과 련된 일상생활의 사례, 

과학자 이야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읽

을거리에 하여 교사들은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활동에 이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어 

아주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실험관찰 교과서 편찬 방안

과학 교과서를 행과 같이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의 2책으로 분리하여 편찬하는 방안과 

새로운 용어와 문장진술, 읽을거리, 심화․보충활동

에 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과학수업에서 지 과 같이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의 두 책으로 편찬하는 방안에 하여 

48.8%(103명)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이

유로 학습활동의 집 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 다. 그 개선방안으로 98%(101명)의 교사가 과

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를 한 책으로 합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 다.
등학생들이 실제로 두 책을 제 로 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사진․삽화자료, 읽을거

리, 이런 실험도 있어요 등의 심화․보충자료들이 

과학 교과서에도 있고 실험 찰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두 권을 번갈아가며 보기에 번거롭다는 것

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등학교 교과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

처럼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고 수업시간에 사용하

기 편리하도록 꾸며져 있다. 한 교과서 여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과서와 workbook을 

따로 사용하여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

를 무상으로 공 하므로 교과서와 workbook을 따로 



표 9. 새로운 과학 용어와 문장진술에 한 의견                                                         (단 : 명(%))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164
47

(77.7)
(22.3)

계 211 (100)

  이유

  문장진술이 추상 이고 용어에 한 정의가 없다

  문장진술에서 사고의 과정을 요시하지 않았다

33
14

(70.2)
(29.8)

계 47 (100)

  개선방안

  문장을 구체 으로 진술하고 용어 해설이나 정의가 필요하다

  사고과정에 한 발문이 필요하다

33
14

(70.2)
(29.8)

계 47 (100)

표 10. 읽을거리에 한 의견                                                                           (단 : 명(%))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172
39

(81.5)
(18.5)

계 211 (100)

  이유

  내용의 수 이 학년 수 에 맞지 않다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다

  주제 수가 다

  내용이 무 간략하다

17
16

5
1

(43.6)
(41.0)
(12.8)
(2.6)

계 39 (100)

  개선방안

  주제를 다양하게 하고 주제수를 늘린다

  내용의 수 을 다양하게하고 주제수를 늘린다

  ‘만화’와 ‘삽화’등을 늘려 흥미있게 구성한다

  출처가 되는 문헌이나 사이트를 소개한다

17
14

5
3

(43.6)
(35.9)
(12.8)
(7.7)

계 39 (100)

표 11. 심화․보충활동에 한 의견                                                                     (단 : 명(%))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145
66

(68.7)
(31.3)

계 211 (100)

  이유

  교과시간에 할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자료를 손쉽게 구하기 힘들다

  흥미로운 실험이 다

36
26

4

(54.5)
(39.4)
(6.1)

계 66 (100)

  개선방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스스로 탐구하도록 구체 으로 제시한다

  쉽고 간단하면서 원리를 용할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한다

  지도서에 다양한 실험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교사가 선택 지도하게 한다

  40분 내에 할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한다 

  기타

33
6

10
6

11

(50.0)
(9.1)
(15.1)
(9.1)
(16.7)

계 66 (100)

과학수업에서 실험관찰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방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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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를 합본할 

때에는 과학의 단원 도입, 차시별 활동, 심화․보충

활동 등을 먼  제시하고, 탐구활동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란을 나 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험 찰 교과서에 진술된 새로운 용어와 문장에 

해 22.3%(47명)의 교사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

으며, 그 이유로 문장의 진술이 무 추상 이고 

용어에 한 정의가 없다는 을 들었다. 실제로 교

사들과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실험 찰 교과서에 과

학  사고과정을 유도하는 문장진술과 새로운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설문 분석 결과와 일치하

다.
실험 찰 교과서에 제시된 읽을거리에 하여 

18.5%(39명)의 교사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 다. 
그 이유로는 내용의 수 이 학년 수 에 맞지 않거

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한 을 들었다.
이는 교사들이 과학에 련된 읽을거리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의 교사들

(83.7%)이 이를 단원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을 볼 때 보다 유익한 과학의 읽을거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 찰 교과서에 제시된 심화․보충활동에 

하여 31.3%(66명)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 으며, 
그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료를 손쉽게 구하

기 힘들다고 하 다. 그 개선 방안으로는 손쉽게 구

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체 으로 제시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실험을 제시하여 교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도 수업시간이 부족하므로 

과제로 내거나 아동이 손쉽게 구한 자료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을 넣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여 설문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화․보충활동에 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교사

들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시간 부족이 주 요인으

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심화․보충활동 내용은 아동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 인 탐구실험을 

제시하여 심화․보충활동의 원래 취지에 알맞게 구

성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서울특별시와 경기 지역의 등학교 교사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과학수업에서 실험 찰 교

과서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개선방안에 

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찰 교과서에 해 교사들은 편찬의

도와 편찬방향에 해 정 으로 인식하 으나 탐

구과정의 개방도와 심화․보충 학습자료 제공에 

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실험

찰 교과서에서 그동안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논의

되어 왔던 탐구과정에 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둘째, 교사들은 실험 찰 교과서를 학습 정리용, 

실험보고서, 평가자료의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

며, 수업모형에 따라 단계별 기록란을 보완하기 

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 졌다. 과학 련 읽을거리는 학습동기 유발을 

하여 히 활용하거나 수업시간  아동이 읽

고 보충 설명하여 지도하고, 심화․보충활동은 체 

실험자료로 활용하거나 실험 안내만 해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실험 찰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 과학 교

과서와 실험 찰 교과서를 합본하여 편찬하되 그 

체제는 단원 도입, 차시별 활동, 심화․보충활동 등

을 먼  제시하고 차시별 기록란을 두고, 구체 인 

문장진술과 새로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 졌다. 한 과학의 읽을거리는 주제와 내용수

을 다양하게 꾸미고, 심화․보충활동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스스로 탐구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

졌다.
등학교에서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들

에게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교과서이

고 실제로 가장 요한 자료로 교과서를 활용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교사들이 과학 교과

서와 실험 찰 교과서를 합본하여 새로운 과학 교

과서로 편찬하는 방안을 제시하 으나, 이에 한 

장단 에 해 보다 다각 이고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효과가 먼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 과학수업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교과용 도서

의 하나인 교사용 지도서에 해서도 내용분석과 

함께 그 활용실태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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