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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ding materials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use of them. The reading materials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7th and the 2007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a were 
analyzed.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reading materials were the type of theme, purpose, students' activity, 
the type of presentation, the type of images, the role of images, and readabi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ading materials in the 2007 revised science textbooks are more systematic than those in the 7th science 
textbooks in terms of their length and their distribution among energy, matter, life, and earth areas. It was also 
found that various types of reading materials are presented in the 2007 revised science textbooks covering new 
themes such as frontier science, job opportunity and career,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he reading materials 
in the 2007 revised science textbooks introduce more visual images and the readability of them are also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 However, several limitations were still found to exist in the reading materials of the 2007 
revised textbooks; most of them are non-inquiry and explanatory; most of the visual images are illustration and/or 
pictures.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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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함양은 과학교육

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지만, 이공계 기피 현상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정도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매우 낮은 것(Kim et al., 2012)
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과학 이야기가

있는데, 과학 이야기를 이용하면 학생들의 호기심
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탐
색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Sima, 1995). 과학 이야
기를 통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학 원리를 그림

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Ogborn 
et al., 1996), 학생들도 사실, 개념, 아이디어를 시간
적․공간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돈하여 배열

할 수 있으므로(Lee, 1997), 과학 개념에 의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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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학생들의 학습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과학 이야기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비인간

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창의적이
고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도와

주고,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과학 이야기는 과학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상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도와준다는 장점도 있다(Hadzigeorgiou, 2006).
과학 이야기는 과학 수업에 스토리텔링(Folino, 

2001; Stannard, 2001; Wieder, 2006)의 형태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읽기 활동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
이 보다 일반적이다. 읽기도 일종의 과학적 활동으
로서, 사려깊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며, 과학적 소
양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Wellington & Osborne, 
2001; Yore et al., 2004). 읽기 활동은 과학 교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Hann and Lee(2001)는 과학사, 과학자의 일화, 과학
이야기 등에 대한 읽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읽기를 활용한 교육은 과학 개념 형성이나 학

업성취도를향상시키고(Han & Lee, 2005; Shin, 2006),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나 과학자에 대한 이미

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Jeon et al., 2002; Park et al., 2007). 따라서 과학
수업에서의 활발한 읽기 활동을 위하여 과학 교과

서에 다양한 읽기자료를 도입한다면, 여러 측면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읽기자료는 2007 개정 과학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권장된 사항 중의 하나로, 첨단과학, 과학자 이야
기, 과학사, 시사성 있는 과학 내용 등의 도입이 제
안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7). 이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읽기 자료가 제공되었다(Lim et al., 
2007). Kang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새롭게
시도된 ‘과학 이야기’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학 이야기’의 수
가 많고 내용이 재미있다는 것이 새로운 과학 교과

서의 중요한 장점으로 인식되었다. Lee et al.(2011)
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과학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과학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학을 접하

는 주요 통로이고(Lee et al., 2007), 교육과정에 제

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선정․조직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다.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교육 내

용이라는 시각에서부터 학습자의 요구 충족을 위

한 학습 도구의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

지만(Son & Park, 2002), 일반적으로 과학 교과서
는 교사들의 교수 방법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wbridge et al., 2004; 
Wellington & Osborne, 2001). 특히, 과학 과목에 대
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 교사는 수업

목표나 내용, 방법 및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교과
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알려져있다(Kwak, 2004; Kwak & Lee, 2004).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 읽기자료를 제시할 때는 과

학교육과정의 목적과 읽기자료의 장점을 효과적으

로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대한 연구로

중학교 과학 교과서 생물 영역의 읽기자료를 주제

와 제시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한 연구(Jeong, 2008)
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의 특

성과 활용도에 대한 연구(Lim et al., 2012) 등이 있
지만,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정도, 과학에 대한 태도, 성별 등
과 같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과학 읽기자

료의 주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교과
서의 읽기자료가 학생들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유

발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의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사용
되고 있는 읽기자료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차와
2007 개정 과학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를 분석하여, 주제 유
형, 목적, 학생의 활동 유형, 제시 형식,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유형과 역할, 그리고 이독성

측면에서 특징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7차와 2007 개정 과학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를 분석하였다. 7차 과학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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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읽을거리’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읽기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읽기자료의 범위를 객관적으
로 판단하기 위하여 읽기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토막상식’, ‘되짚어보기’, ‘한
걸음 더’와 같이 다른 제목으로 명시된 경우나 특
정한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일회성 읽기자료는 분

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7 개정 과학 교
과서에서도 ‘과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읽
기자료를 분석하였고, ‘나도 과학자’와 같이 다른

제목으로 명시된 것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 한편, 읽기자료에 포함된 시각 자료를 분석할
때, 읽기자료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그림이나 삽화
는 다른 시각자료에 비해 텍스트와 직접적인 관련

을 지니지 않으므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분석 방법

선행 연구(Kang & Seok, 2013; Koh et al., 2010; 
Lim et al., 2012)를 바탕으로 읽기자료의 특성에 대
한 기준(Table 1)을 도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년
과 영역(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에 따라 읽기자료
를 분류하였다. 읽기자료의 주제 유형은 과학지식, 
과학자와 과학사, 첨단과학, 직업 및 진로, 환경, 실
생활 응용 등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읽기자료의
목적은 교과서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인 ‘개념 보충’, 심화 성격의 설명인
‘개념 심화’, 그리고 교과서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
이나 개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식 제공’으로
분류하였다. 학생의 활동 유형은 읽기자료가 학생
들의 토의, 조사, 실험 등과 같은 추가적 활동을 유
도하는 ‘탐구형’과 단순히 설명식으로 정보를 제시
하는 ‘비탐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읽기자료의 제시
형식은 주제나 정보를 설명 형식의 글로 제시하는

Characteristics Categories

Type of theme Scientific knowledge; scientist and history of science; frontier science; job opportunity and career; environment;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Purpose Supplementing concepts; expanding concepts; providing knowledge

Students' activity Inquiry; non-inquiry

Type of presentation Explanatory; narrative; using cartoon/comics 

Type of images Illustration/picture; table; graph

Role of images Providing new information; elaborating text; summarizing text; supplementing text; decorating

Readability 1st to 4th level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ading materials

‘설명형’, 스토리텔링 혹은 대화 형태의 글이 읽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포함형’, 전달하려는
내용을 표현한 만화가 읽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화 포함형’으로 분류하였다.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유형은 사진/삽화, 표, 그래프로 분류
하였고,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역할은 독
립적 정보 제공, 본문 부연, 본문 정리, 본문 보조, 
장식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휘의 이독성은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Kim, 2003)’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상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어휘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Koh et al., 2010)
에 제시된 기준을 따랐다. 모든 읽기자료의 분류는
연구자 2인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논의
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읽기자료의 분포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초
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를 학년과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7차 교
과서의 경우, 읽기자료가 교과서와 실험관찰에 모
두 제시되었지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에만 읽기자료가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의 수는 92개로 7차 교과서의 170
개에 비해 54%로 감소하였지만, 2007 개정 교과서
에서 차지하는 쪽 수는 165쪽으로 7차(109쪽)에 비
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7개정 교
과서에서 교과서의 판형이 커지고 전체 쪽 수가 늘

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7차와 2007 개정 교과
서에서 읽기자료의 활용 방식이 달라진 점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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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atter Life Earth Total

7th
curriculum

3rd  9(23.1) 12(30.8)  6(15.4) 12(30.8)  39(100)

4th 12(25.5) 15(31.9)  7(14.9) 13(27.7)  47(100)

5th  4( 9.8) 12(29.3) 15(36.6) 10(24.4)  41(100)

6th  9(20.9) 16(37.2)  7(16.3) 11(25.6)  43(100)

Total 34(20.0) 55(32.4) 35(20.6) 46(27.1) 170(100)

2007
revised

curriculum

3rd  6(30.0)  7(35.0)  5(25.0)  2(10.0)  20(100)

4th  6(30.0)  3(15.0)  5(25.0)  6(30.0)  20(100)

5th  5(20.0)  4(16.0) 10(40.0)  6(24.0)  25(100)

6th  8(29.6)  8(29.6)  5(18.5)  6(22.2)  27(100)

Total 25(27.2) 22(23.9) 25(27.2) 20(21.7)  92(100)

Table 2.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grade and area (%)

인한다. 7차 교과서의 경우, 필요한 곳마다 배치 가
능한 공간의 크기에 맞추어 읽기자료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자
료가 한두 쪽 정도를 차지하는 일정한 분량으로 단

원의 마지막에 규칙적으로 제시되었다. 
학년에따라읽기자료를분석한결과,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읽기자료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의 4가지 영역에 따른 읽기자료의 분포
를 살펴본 결과, 7차 교과서에서는 물질과 지구 영
역 읽기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고, 차지하는 쪽 수도
물질과 지구 영역이 각각 37.0쪽과 36.8쪽으로 에너
지(16.0쪽)나 생명(19.1쪽)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

Theme 3rd 4th 5th 6th Total

7th
curriculum

Scientific knowledge 10( 25.6) 23( 48.9) 27( 65.9) 17( 39.5)  77( 45.3)

Scientist and  history of science  6( 15.4)  6( 12.8)  2(  4.9)  9( 20.9)  23( 13.5)

Frontier science  0(  0.0)  0(  0.0)  1(  2.4)  2(  4.7)   3(  1.8)

Job opportunity and career  0(  0.0)  1(  2.1)  0(  0.0)  0(  0.0)   1(  0.6)

Environment  2(  5.1)  2(  4.3)  0(  0.0)  2(  4.7)   6(  3.5)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21( 53.8) 15( 31.9) 11( 26.8) 13( 30.2)  60( 35.3)

Total 39(100.0) 47(100.0) 41(100.0) 43(100.0) 170(100.0)

2007
revised

curriculum

Scientific knowledge  2( 10.0)  4( 20.0) 15( 60.0)  9( 33.3)  30( 32.6)

Scientist and history of science  2( 10.0)  0(  0.0)  0(  0.0)  2(  7.4)   4(  4.3)

Frontier science  3( 15.0)  6( 30.0)  0(  0.0)  3( 11.1)  12( 13.0)

Job opportunity and career  3( 15.0)  1(  5.0)  0(  0.0)  0(  0.0)   4(  4.3)

Environment  1(  5.0)  1(  5.0)  1(  4.0)  4( 14.8)   7(  7.6)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9( 45.0)  8( 40.0)  9( 36.0)  9( 33.3)  35( 38.0)

Total 20(100.0) 20(100.0) 25(100.0) 27(100.0)  92(100.0)

Table 3.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the type of theme and grade (%)

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 개정 교과서는 읽기자료
의 개수도 유사하였고, 차지하는 쪽 수 측면에서

영역 사이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에너지: 47쪽, 
물질: 41쪽, 생명: 43쪽, 지구: 34쪽). 이러한 결과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읽기자료가 보다 체계적으
로 기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읽기자료의 주제 유형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
료의 주제 유형에 따른 학년별 빈도는 Table 3과 같
다.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과학 지식과 실생
활 응용 유형의 읽기자료가 많았고, 나머지 유형의
읽기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과학 지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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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읽기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차 교과서에 비
해 2007 개정 교과서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첨단
과학, 직업 및 진로,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읽기자
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학자와 과
학사 유형의 읽기자료는 7차 교과서에 많았고, 첨
단과학 유형의 읽기자료는 2007 개정 교과서에 많
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강조하
는 읽기자료의 주제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 모두 학년에 따라

주제 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지만, 실생활 응용
유형의 읽기자료는 모든 학년에서 일정 비율 이상

으로 꾸준히 제시되었다. 모든 과학교육과정에 빠
지지 않고 등장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인데, 실생활 응용 유
형의 읽기자료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과학

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

료의 주제 유형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에너지와 물
질 영역에서는 실생활 응용 유형의 읽기자료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생명과 지구 영역에서는 과
학 지식 유형의 읽기자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Theme Energy Matter Life Earth Total

7th
curriculum

Scientific knowledge  7( 20.6) 22( 40.0) 28( 80.0) 20( 43.5)  77( 45.3)

Scientist and history of science 12( 35.3)  1(  1.8)  1(  2.9)  9( 19.6)  23( 13.5)

Frontier science  1(  2.9)  1(  1.8)  0(  0.0)  1(  2.2)   3(  1.8)

Job opportunity and career  0(  0.0)  0(  0.0)  0(  0.0)  1(  2.2)   1(  0.6)

Environment  0(  0.0)  2(  3.6)  3(  8.6)  1(  2.2)   6(  3.5)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14( 41.2) 29( 52.7)  3(  8.6) 14( 30.4)  60( 35.3)

Total 34(100.0) 55(100.0) 35(100.0) 46(100.0) 170(100.0)

2007
revised

curriculum

Scientific knowledge  5( 20.0)  4( 18.2) 13( 52.0)  8( 40.0)  30( 32.6)

Scientist and history of science  2(  8.0)  1(  4.5)  0(  0.0)  1(  5.0)   4(  4.3)

Frontier science  3( 12.0)  4( 18.2)  1(  4.0)  4( 20.0)  12( 13.0)

Job opportunity and career  2(  8.0)  0(  0.0)  1(  4.0)  1(  5.0)   4(  4.3)

Environment  2(  8.0)  0(  0.0)  3( 12.0)  2( 10.0)   7(  7.6)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11( 44.0) 13( 59.1)  7( 28.0)  4( 20.0)  35( 38.0)

Total 25(100.0) 22(100.0) 25(100.0) 20(100.0)  92(100.0)

Table 4.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the type of theme and area (%)

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에너지와 물질 영역에서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내

용을 많이 다루지만, 생명과 지구 영역에서는 상대
적으로 자연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3. 읽기자료의 목적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
의 목적을 학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7차 교과서에서는 지식 제공이 전체의 52.9%로
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념 심화를 목적으로 하
는 읽기자료가 29.4%를 차지하였다. 반면, 2007 개
정 교과서에서는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

자료의 비율이 77.2%로 크게 증가하였고, 개념 심
화 읽기자료는 그 비율이 6.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 개정 교과
서가 해당 단원의 내용 학습보다는 다양하고 흥미

로운 정보 제공에 높은 비중을 두고 읽기자료를 구

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7차 교과서에서는 5
학년과 6학년에서 개념 심화의 비율이 높았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5학년과 6학년에서 개념 보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으로 갈수
록 교과서의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과학 지식을 부

연 설명하거나 심화시키려는 목적이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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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3rd 4th 5th 6th Total

7th
curriculum

Supplementing concepts  6( 15.4) 14( 29.8)  6( 14.6)  4(  9.3)  30( 17.6)

Expanding concepts  8( 20.5)  7( 14.9) 19( 46.3) 16( 37.2)  50( 29.4)

Providing knowledge 25( 64.1) 26( 55.3) 16( 39.0) 23( 53.5)  90( 52.9)

Total 39(100.0) 47(100.0) 41(100.0) 43(100.0) 170(100.0)

2007
revised

curriculum

Supplementing concepts  0(  0.0)  0(  0.0)  8( 32.0)  7( 25.9)  15( 16.3)

Expanding concepts  0(  0.0)  1(  5.0)  1(  4.0)  4( 14.8)   6(  6.5)

Providing knowledge 20(100.0) 19( 95.0) 16( 64.0) 16( 59.3)  71( 77.2)

Total 20(100.0) 20(100.0) 25(100.0) 27(100.0)  92(100.0)

Table 5.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purpose and grade (%)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
료의 목적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7차 교과서에서는 영역에 따라 개념 심화나 지
식 제공 유형의 분포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하였다. 특히, 생명 영역은 7
차 교과서에서 지식 제공의 비율이 37.1%로 가장
낮았지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84.0%로 가장

높은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읽기자료가 보다 체계
적으로 기획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4. 읽기자료에서 학생의 활동 유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에따라분류한결과, 7차교과서(91.2%)와 2007 
개정 교과서(95.7%) 모두 거의 모든 읽기자료가 비
탐구형이었고, 탐구형으로 분류된 읽기자료는 극소
수에 불과하였다. 탐구형 읽기자료도 마지막 문장
이 ‘관찰해 보자’나 ‘조사해 볼까요?’와 같이 추후
활동을 단순히 제안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즉, 
처음부터 학생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읽기자료를 제

Purpose Energy Matter Life Earth Total

7th
curriculum

Supplementing concepts  5( 14.7) 10( 18.2)  7( 20.0)  8( 17.4)  30( 17.6)

Expanding concepts  5( 14.7) 20( 36.4) 15( 42.9) 10( 21.7)  50( 29.4)

Providing knowledge 24( 70.6) 25( 45.5) 13( 37.1) 28( 60.9)  90( 52.9)

Total 34(100.0) 55(100.0) 35(100.0) 46(100.0) 170(100.0)

2007
revised

curriculum

Supplementing concepts  5( 20.0)  4( 18.2)  2(  8.0)  4( 20.0)  15( 16.3)

Expanding concepts  1(  4.0)  3( 13.6)  2(  8.0)  0(  0.0)   6(  6.5)

Providing knowledge 19( 76.0) 15( 68.2) 21( 84.0) 16( 80.0)  71( 77.2)

Total 25(100.0) 22(100.0) 25(100.0) 20(100.0)  92(100.0)

Table 6.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purpose and area (%)

시한 구조화된 탐구형 읽기자료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형의 읽기자료만 제시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가 경직되고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Jeong, 2008)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과서 해당 단원의 보충이나 심화 활동 혹은 후속

활동과 연계되는 읽기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탐구

형 읽기자료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5. 읽기자료의 제시 형식

과학 교과서 읽기자료의 제시 형식을 분석한 결

과, 7차 교과서(98.8%)와 2007 개정 교과서(97.8%) 
모두 거의 모든 읽기자료가 주제나 정보를 설명 형

식의 글로 제시하는 설명형이었다. 반면, 대화 형태
의 글이 들어 있는 이야기 포함형 읽기자료는 7차
3학년 교과서의 지구 영역과 2007 개정 3학년 교과
서의 에너지 영역에 각각 1개씩 제시되어 있었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표현한 만화가 들어 있는 만화

포함형 읽기자료는 7차 6학년 교과서의 물질 영역
과 2007 개정 3학년 교과서의 지구 영역에 각각 1
개씩에 불과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
야기식 텍스트를 선호하고(Kim, 2010), 학습만화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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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읽기 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
라고(Ha, 2011) 보고하였다. 따라서 읽기자료에 대
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읽기자료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야기나 만화와 같은 다

양한 형식의 읽기자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6. 읽기자료에사용된시각자료의유형과역할

과학에서는 언어, 그림, 만화, 표, 그래프 등 다양
한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Jones, 2000), 
시각 자료의 경우,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도표나 그래프는 글로써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축약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Wellington 
& Osborne, 2001). 또한이중부호화이론(dual coding 
theory)에 의하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정보 처리 과
정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의 2가지 독립적
인 체계를 거친다고 한다(Paivio, 1991). 그런데 언
어적 방식과 시각적 이미지와 같은 비언어적 방식

의 이중으로 처리된 정보는 이해도가 더 높고, 기
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Sadoski et al., 2000). 따라서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

각 자료를 도입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7차 교과서에는 시각 자료가 사용되지 않은 읽

기자료가 전체의 21%였으나, 2007 개정 교과서에
서는 모든 읽기자료에 시각 자료가 사용되고 있었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 개정 교과서는 7차
교과서에 비하여 읽기자료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차지하는 지면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된
지면에서 시각 자료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읽기자료 1개 당 사용된 시각 자료의 수
는 7차 교과서의 1.6개에 비하여 2007 개정 과학 교
과서에서 3.5개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모든 영역에
서 7차 교과서에 비하여 2007 개정 교과서에서 많
은 시각 자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생명 영역은 읽
기자료 1개 당 시각 자료의 수가 0.9에서 4.2로 급
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동식물의 예를 소
개할 때 사진이나 삽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 시각 자료의 유형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 모두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대부분은 사진이나 삽화였다. 
표는 7차 교과서의 3학년 지구 영역에서 1회 사용
되었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6학년의 에너지와
물질 영역에서 각각 1회씩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프는 7차 교과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
고,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6학년 물질과 지구 영
역에서 각각 1회씩 사용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읽기자료에서 사진이나 삽화가 주로 사용되는 이

유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 쉬우며,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각 자료의 유형은 읽기자료의 목적이

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ee(2009)의 연구
에서 교과서에는 사진이 가장 많이 제시되지만, 학
생들은 도해, 만화, 도표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는 흥미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

라, 해당 단원의 개념에 대한 보충이나 심화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목적에 따라 적절
한 시각 자료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시각 자료의 역할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
용된 시각 자료를 담당한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
가 존재하지만,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시각
자료가 읽기자료의 이해를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

을 담당하는 본문 보조 유형이 약 70% 이상을 차지
하였다. 또한 시각 자료가 해당 읽기자료의 내용을
보충하여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문 부연 유형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본문 부연 유형의 비율이 적지 않
게 나타난 것은 읽기자료의 본문에서는 내용을 간

단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예시
에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읽기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 개정
교과서의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이라는 읽기자료
에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

한 생태계에 관련된 시각 자료가 9개 제시되어 있
었다. 시각 자료가 해당 읽기자료의 내용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독립적 정보 유형과 시각 자료가 읽기자료

의 본문 내용과 무관한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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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images 3rd 4th 5th 6th Total

7th
curriculum

Providing new information  0(  0.0)  0(  0.0)  2(  4.0)  0(  0.0)   2(  0.8)

Elaborating text  9( 14.1) 24( 27.6)  4(  8.0)  6(  9.4)  43( 16.2)

Summarizing text  1(  1.6)  1(  1.1)  1(  2.0)  0(  0.0)   3(  1.1)

Supplementing text 53( 82.8) 60( 69.0) 41( 82.0) 58( 90.6) 212( 80.0)

Decorating  1(  1.6)  2(  2.3)  2(  4.0)  0(  0.0)   5(  1.9)

Total 64(100.0) 87(100.0) 50(100.0) 64(100.0) 265(100.0)

2007
revised

curriculum

Providing new information  2(  2.9)  5(  7.5)  2(  2.4)  3(  3.0)  12(  3.8)

Elaborating text  7( 10.0)  8( 11.9)  9( 10.8) 24( 24.2)  48( 15.0)

Summarizing text  1(  1.4)  2(  3.0)  3(  3.6)  2(  2.0)   8(  2.5)

Supplementing text 57( 81.4) 49( 73.1) 68( 81.9) 66( 66.7) 240( 75.2)

Decorating  3(  4.3)  3(  4.5)  1(  1.2)  4(  4.0)  11(  3.4)

Total 70(100.0) 67(100.0) 83(100.0) 99(100.0) 319(100.0)

Table 7. Frequencies of reading materials by the role of images and grade (%)

하는 장식 유형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한편,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역할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읽기자료의 이독성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
용된 어휘의 종류와 빈도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7차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휘의 종류
는 학년에 따라 1,195~1,380이었고, 사용된 회수는
3,261~4,169였다. 어휘 중 1등급 어휘는 전체의 38~ 
42%를 차지했고, 2등급 어휘는 22~26%, 3등급 어
휘는 15~20%, 4등급 이상의 어휘는 18~21%가 사용
되었다. 빈도 측면에서는 1등급 어휘가 58~60%, 2
등급 어휘가 15~20%, 3등급 어휘가 8~12%, 4등급
이상의 어휘가 11~14% 사용되었다. 

Grade
1st level 2nd level 3rd level 4th level Total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7th 
curriculum

3rd 501(41.9) 1,966(60.3) 273(22.8) 592(18.2) 206(17.2) 333(10.2) 215(18.0) 370(11.3) 1,195 3,261

4th 562(40.9) 2,483(59.6) 359(26.1) 835(20.0) 206(15.0) 346( 8.3) 247(18.0) 505(12.1) 1,374 4,169

5th 544(40.4) 2,282(57.9) 308(22.9) 706(17.9) 210(15.6) 409(10.4) 283(21.0) 544(13.8) 1,345 3,941

6th 522(37.8) 2,307(58.9) 298(21.6) 593(15.1) 272(19.7) 469(12.0) 288(20.9) 550(14.0) 1,380 3,919

2007 
revised 

curriculum

3rd 475(43.0) 1,901(57.8) 264(23.9) 608(18.5) 180(16.3) 367(11.2) 185(16.8) 414(12.6) 1,104 3,290

4th 425(40.4) 1,672(55.9) 249(23.6) 588(19.7) 171(16.2) 317(10.6) 208(19.8) 415(13.9) 1,053 2,992

5th 480(38.2) 2,021(55.1) 271(21.5) 660(18.0) 200(15.9) 407(11.1) 307(24.4) 582(15.9) 1,258 3,670

6th 461(38.2) 1,941(51.5) 265(22.0) 696(18.5) 217(18.0) 507(13.5) 263(21.8) 623(16.5) 1,206 3,767

Table 8. Kinds and frequencies of words in reading materials (%)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
휘의 종류는 학년에 따라 1,053~1,258이었고, 사용
된 회수는 2,992~3.767이었다. 1등급 어휘는 전체의
38~43%, 2등급 어휘는 22~24%, 3등급 어휘는 16~ 
18%, 4등급 이상의 어휘는 17~24%가 사용되었다. 
빈도 측면에서는 1등급 어휘가 52~58%, 2등급 어
휘가 18~20%, 3등급 어휘가 11~14%, 4등급 이상의
어휘가 13~17% 사용되었다.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1등급 어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
은 어휘에 해당하는 1~3등급의 어휘(Kim, 2003)는
학습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모두 사용 빈도가 높
은 1~3등급의 어휘가 80% 정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휘 측면에서는 읽기자료의 이독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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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과학 교과서는 7차 교과서에 비하여
쪽 수가 1.5배 정도 늘어났으므로, 7차와 2007 개정
교과서 읽기자료의 이독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읽

기자료에 사용된 어휘의 쪽 당 빈도를 분석하였다

(Table 9). 7차 교과서의 읽기자료에는 학년에 따라
쪽 당 136.5~146.4개의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2007 
개정 교과서에는 쪽 당 74.8~87.6개의 어휘가 사용
되었다. 즉, 2007 개정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휘가 7차 교과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2007 
개정 교과서의 판형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휘의 감소폭이 실제로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시각 자료가
크게 증가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읽기자료에
할애된 지면을 글보다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

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
용되는 어휘의 수가 많을수록 주어진 시간 내에 읽

어야 하는 양이 늘어나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읽
기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2007 개정 과학 교과서
의 읽기자료는 7차 교과서에 비해 학생의 읽기 부
담을 대폭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 모두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
휘의 종류나 빈도 분포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뚜

렷하지 않았다.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 사

용된 어휘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7차 교과서에
서는 생명 영역(58.2종, 161.4회)과 에너지 영역(57.3
종, 154.5회) 읽기자료에서 지구 영역(44.2종, 142.1
회)이나 물질 영역(36.5종, 119.1회) 읽기자료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가 사용되었다. 2007 개
정 과학 교과서에서도 생명 영역(30.9종, 89.7회)과
에너지 영역(24.9종, 86.8회) 읽기자료에서 지구 영

Grade
1st level 2nd level 3rd level 4th level Total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Kind Frequency

7th 
curriculum

3rd 21.0(42.0) 82.3(60.3) 11.4(22.8) 24.8(18.2) 8.6(17.2) 13.9(10.2)  9.0(18.0) 15.5(11.4) 50.0 136.5

4th 18.6(40.9) 82.2(59.6) 11.9(26.2) 27.6(20.0) 6.8(14.9) 11.5( 8.3)  8.2(18.0) 16.7(12.1) 45.5 138.0

5th 20.2(40.5) 84.8(57.9) 11.4(22.8) 26.2(17.9) 7.8(15.6) 15.2(10.4) 10.5(21.0) 20.2(13.8) 49.9 146.4

6th 18.8(37.8) 83.0(58.9) 10.7(21.5) 21.3(15.1) 9.8(19.7) 16.9(12.0) 10.4(20.9) 19.8(14.0) 49.7 141.0

2007 
revised 

curriculum

3rd 11.9(43.1) 47.5(57.7)  6.6(23.9) 15.2(18.5) 4.5(16.3)  9.2(11.2)  4.6(16.7) 10.4(12.6) 27.6  82.3

4th 10.6(40.3) 41.8(55.9)  6.2(23.6) 14.7(19.7) 4.3(16.3)  7.9(10.6)  5.2(19.8) 10.4(13.9) 26.3  74.8

5th 11.4(38.0) 48.1(55.0)  6.5(21.7) 15.7(18.0) 4.8(16.0)  9.7(11.1)  7.3(24.3) 13.9(15.9) 30.0  87.4

6th 10.7(38.2) 45.1(51.5)  6.2(22.1) 16.2(18.5) 5.0(17.9) 11.8(13.5)  6.1(21.8) 14.5(16.6) 28.0  87.6

Table 9. Kinds and frequencies of words in reading materials per page (%)

역(30.5종, 81.8회)이나 물질 영역(23.2종, 72.5회) 읽
기자료에 비하여 많은 어휘가 사용되었지만, 그 차
이는 크게 감소하였다. 즉,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기자료에 사용된 어휘 측면에서도 보다 체계적

인 노력이 기울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의 효

과적인 사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7차 및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의 특성
을 주제 유형, 목적, 학생의 활동 유형, 제시 형식,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유형과 역할, 그리
고 이독성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7차와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는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읽기
자료의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2007 개정
교과서의 읽기자료가 구체적인 의도 하에 체계적

으로 제시된 경향이 있었다. 7차 교과서에서는 활
용가능한 공간의 크기에 맞추어 짧은 읽기자료가

많이 제시되었다. 반면,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읽
기자료의 개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차지하는 지
면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중단원의 마지막에 일정
한 분량으로 규칙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에너
지, 물질, 생명, 지구 영역에 따른 읽기자료의 분포
가 불규칙하였던 7차 교과서와 달리, 2007 개정 교
과서에서는 읽기자료의 개수나 차지하는 지면에서

영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07 개정 과학 교과서는 7차 교과서에 비

하여 다양한 읽기자료를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

로 나타났다. 7차 교과서에서는 과학 지식 주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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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비율이 높았지만,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첨단과학, 직업 및 진로, 환
경 등의 주제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읽기자료의 목적 측면에서도 2007 개정 교과서는
교과서의 개념을 심화하여 소개하는 읽기자료의 비

율이 감소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 제공을 목
적으로 하는 읽기자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

는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는 특징

이 있었다. 읽기자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페
이지의 레이아웃이나 제목이나 하위 제목과 같은

텍스트구성방식도중요하지만(Wellington & Osborne, 
2001), 텍스트를 쉽게 읽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

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과서
에는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학
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각 자료의

사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과
서는 7차 교과서에 비해 읽기자료의 수가 줄어들었
지만, 차지하는 지면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읽
기자료에 사용된 어휘의 종류와 빈도 조사 결과에

서도 7차 교과서에 비하여 2007 개정 교과서에서
어휘의 사용이 대폭 감소하여 학생들의 읽기 부담

을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학습자의 흥미나 이독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의

읽기자료에는 개선되지 않은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첫째, 7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읽기자
료가 탐구와의 관련성이 고려되지 않은 비탐구형

이어서, 단순한 지식 전달로 인하여 학생들이 흥미
를 잃을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 읽기자료의 제시
형식 측면에서는 주제나 정보를 설명 형식의 글로

제시하는 읽기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이야기식 텍스
트나 만화가 포함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

(Ha, 2011; Kim, 2010)를 고려할 때, 다양한 형식의
읽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읽기자료에 포함된 시각 자료의 대부분이 사
진이나 삽화였고, 목적도 텍스트를 보조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학생들은 사진보다 도해, 만화, 도
표 등을 더 효과적인 시각 자료로 생각한다는 선행

연구(Lee, 2009)를 고려할 때, 텍스트의 보충이나 심

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자료에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유형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 이야기에 해

당하는 읽기자료가 교과서 본문과 구분되어 독립

적으로 제시되고, 읽기자료는 교과서 본문으로 학
습한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뒤에 제시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Ogborn 
et al., 1996; Sima, 1995)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이
야기와 활동의 유기적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첨단과학 관련 내용을 읽기자료로
소개하는 우리 과학 교과서와 달리, 미국의 과학

교과서는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반복, 심화하여 소
개하고 있다(Kim & Park, 2009). 과학 교과서에 스
토리텔링을 도입하려는 시도(Folino, 2001; Stannard, 
2001; Wieder, 2006)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교과서의 내
용과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제까지 과학 교과
서에 사용된 시각 자료는 지면의 구성, 시각 자료
의 접근성, 교과서 저자나 편집자의 개인적인 선호
등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선택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각 자료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교과서의 텍스트를 해체시킬 수 있고, 텍스트를 통
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

(Wellington & Osborne, 2001)나 시각 자료를 먼저
제시한 후, 관련된 텍스트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
의기억이향상되었다는연구결과(Verdi et al., 1996) 
등을 고려할 때, 읽기자료에 사용된 시각 자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료의 적절

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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