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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과서는 오래전부터 학교 수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교과 지식의 많은 부분이 교과

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Valverde et al., 2002). 

그러므로 교과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교사들이 교수⋅학습지도를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

소이다(Choi, 1993; Harms & Yager, 1981; Woodward & Elliott, 

1990). 또한 교과서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Ball 

& Feiman-nemser, 1998; Lloyd, 1990; Tyson, 1997; Wang, 1998; 

Weiss et al., 2003). 즉,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 수단이고(Lee, 2012), 교수⋅학습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Choi & 

Lee, 1998; Jung, 2007).

이러한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oo et al.(1992)은 교과서가 지식

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Noh et al.(2004)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접

한 관련을 맺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며, 교수⋅학습 과

정에 사용되는 자료이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위해 중요한 매

체이며, 학교라는 특정 장소와 수업이라는 특정 시간과 관련되는 특

성을 갖는 자료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과서란 교육과정에서 선정

하여 배열한 내용을 학생의 발달 수준과 학습 능력에 적절하게 구성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학습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라 할 수 있다(Shin & Song, 2013).

과학 교과에 있어서도 교과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Abruscato (1988)는 “과학 교과서가 학습 내용 제시, 탐구과정 유도, 

학습 동기유발 및 도입, 실험문제 제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의 센터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수⋅학습의 매개자로

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다(Jang & Shin, 2013, p.147). 또한, Lee 

et al.(1982)은 초등 과학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대부분의 초등 과학 

수업이 교과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교과와 비교해서도 매우 크고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서는 과학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Lim et al., 2007; Lee, 2011).

이처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과서를 수업 속에서 활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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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자료도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Pozzer‐Ardenghi & 

Roth, 2005). 시각자료란 글로 표현된 것 이외의 모든 것으로 사진, 

그림, 그래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Latour, 1987; Han & 

Roth, 2006).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방법의 하나로 삽화와 같은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Armbruster, 1993; Choi & Lee, 1998). 삽화를 잘못 제시하

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Ametller & Pintó, 2002), 다른 교과

와 비교해서 과학 교과서는 삽화가 개념 형성과 학습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삽화는 텍스트를 통한 의미 전달만큼이나 유의한 

효과가 있다(Jeong, 1993). 과학 교과서의 경우 과학적 지식 및 탐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화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하게 제시된 삽화는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의 이해 및 교육적 효

과를 높여준다(Chung et al., 2007). 삽화는 학생의 관심을 자료에 

집중하도록 하여 학습동기를 신장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여 태도에도 

영향을 주며 학습에 도움을 주고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Shin & Song, 2013). 

삽화와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삽화 비교 

분석 연구(Choi & Lee, 1998; Kang et al., 2008; Bang & Park, 2012)

와 국내⋅국외 삽화 비교 분석 연구(Chung et al, 2007; Yeo et al., 
2007; Lee & Kwon, 2013), 성역할 측면에서의 삽화 연구(Noh et 
al, 2004; Cha et al., 200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삽화의 내면적 

의미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Jang & Shin, 2013; Shin & Choi, 

2013; Shin & Song, 2013; Kim et al., 2014)로 삽화 연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2009개정 과학 교과서에서도 삽화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교과서와는 다르게 캐릭터가 

도입되었다.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는 사람 모양의 만화 캐릭터 삽화

에 텍스트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다양한 기능을 함축한 효과적인 

매개체(Kim et al, 2014)이며 복수의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한 예라 

할 수 있다. 각 시각자료들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므로 여러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

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고(Ainsworth, 1999; Kang et al., 2008), 캐릭터

는 일생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시각매

체(Hoang & Geong, 2009)로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친 한 소재

(Chang, 2010)이다. 그러므로 2009개정 교과서 속 캐릭터 분석에서는 

캐릭터의 그림(삽화)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과학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2015개정 과학 교과

서에서도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에

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처음 도입된 캐릭터의 개선⋅
보완점을 탐색하는 연구 등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한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삽화의 역할에 대한 기초 분석

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림(삽화)과 텍스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캐릭터의 역할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캐릭터 속 텍스트 중에는 발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발문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과학교

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 분석(Choi & Lee, 2012), 제7차와 2007개

정 교육과정의 초등 과학과 교과서 물질 영역의 발문 유형 비교 분석

(Choi & Kim, 2012), 제7차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물질 영역에 제시

된 발문 분석(Park & Kwon, 2007) 등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글 중에서 발문은 피응답자의 반응을 요청하는 문장

으로 과학적인 연구나 과학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Cho & Choi, 2005).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의 경우 학생

들의 과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키고, 비판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통한 탐구활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좋은 발문은 삽화와 함께 과학적 연구나 과학 교육의 필수적인 수단

이 된다(Cho & Choi, 2005; Sahin, 2007). 즉, 교과서에 텍스트로 제시

된 발문도 학생의 수업 이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Kim, 

2007; Colbert et al., 2007), 캐릭터 역할 분석 속에서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2009개정 과학 

교과서에 처음 도입되어 발문유형에 따른 분포가 어떠한지와 교과 

영역별 비율은 어떠한지와 같은 캐릭터 속 발문의 특징에 대한 기초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된 캐릭

터를 분석하고 유목화하여 그 역할을 범주화하고, 이렇게 마련된 분

석틀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캐릭터의 역할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캐릭터에 포함된 발문의 기능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초등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된 캐릭터의 역할과 발문에 대한 기

초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시사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2009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4학년 과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과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기초탐

구를 제외하고 학기별로 4단원씩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 

4개 단원은 ‘무게 재기’, ‘식물의 한살이’, ‘화산과 지진’, ‘혼합물의 

분리’로 구성되어있고, 2학기 4개 단원은 ‘식물의 생활’, ‘물의 상태 

변화’, ‘거울과 그림자’, ‘지구와 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교과

서에 제시된 캐릭터 96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캐릭터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총 98개의 캐릭터를 분석하였

다. 연구자 3인의 협의를 통해 범주화한 분석틀 개발, 캐릭터의 역할 

분석, 캐릭터 속 발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선정 및 분석틀 개발을 통한 캐릭터의 

역할 분석, 캐릭터의 발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과서 속 삽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2009개

정 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된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초등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현

직 초등학교 교사 2인이 캐릭터의 역할을 기존 삽화 분석틀(Woo et 
al., 1992)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삽화와 다른 캐릭터의 특성은 

분석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인식하였다. 즉, 기존 삽화 분석틀의 

세부 내용들을 캐릭터 분석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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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삽화 분석틀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교과서 속 캐릭터

의 위치,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 캐릭터 속 텍스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구자 3인이 분석한 결과를 유목

화하였다. 연구자 3인이 수차례 상호 협의 및 검토를 통한 유목화 

과정 속에서 Woo et al.(1992) 삽화 분석틀의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

한 본 연구의 분석틀 초안이 도출되었다. 분석틀 초안을 바탕으로 

각자 캐릭터의 역할을 분석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

으로 협의하여 최종적인 분석틀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역할을 ‘동기유발, 탐구 활동 안내, 자료제

공, 탐구결과’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기유발은 예상, 주의집중, 관심, 흥미, 내용 도입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탐구 활동 안내는 효과적인 실험

을 위한 조언, 주의사항 전달(안전, 보호), 구체적인 활동 제시 등을 

나타내는 캐릭터로 정의하였다. 자료제공은 개념 및 정의 제공, 부연 

설명 등을 나타내는 캐릭터로 정의하였다. 탐구결과는 결과 예상, 결

과 제시 등을 나타내는 캐릭터로 정의하였다. 캐릭터 역할을 분류할 

때에 교과서의 전후 흐름과 내용을 함께 분석하면 캐릭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교과서 맥락 속에서 캐릭

터의 역할을 분류하였고, 연구자별로 캐릭터의 역할 유형을 구분한 

후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일치하는 내용은 협의를 거쳐 분

류하였다.

캐릭터 요소 중에 텍스트 속 발문 분석은 Table 1과 같은 Park 

& Kwon (2007)의 발문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교과서 캐릭터의 텍스

트 중에는 발문이 아닌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발문 분석에서는 

발문이 아닌 텍스트가 포함된 캐릭터는 제외하고 발문이 포함된 캐릭

터만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문분석에서도 연구자별 발문 

유형을 구분한 후 상호 비교 및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캐릭터의 역할 범주화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들은 교과서 본문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캐릭터들의 

역할은 크게 동기유발, 탐구 활동 안내, 자료제공, 탐구결과 등의 역할

로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시의 활동이나 내용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의 기능을 하는 캐릭터가 있었다. 교과서 본문도 차시 도입

부에서는 주로 동기유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캐릭터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본문에 추가적으로 또는 본문보다 구체적으로 호

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3. 

화산과 지진’ 단원의 ‘세계 여러 곳의 화산을 관찰하여 봅시다.’ 차시

의 본문에서는 “다음 사진은 한라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화산은 모두 

한라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라는 본문을 통하여 화산의 

모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 삽화로 한라산 정상

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캐릭터를 통하

여 “산 모양이 조금 다르지? 왜 그럴까?”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생김

새’ 뿐만 아니라 ‘다름’을 강조하면서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Figure 1). 

Figure 1. example of the character of the role

둘째, 캐릭터가 하는 다른 역할로는 탐구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이 

있었다. 교과서에 탐구 활동이 많은 만큼 본문 및 삽화를 통한 탐구 

안내에 더하여 캐릭터는 탐구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4학년 1학기 ‘1. 무게 재기’ 단원의 ‘용수철의 성질을 알아봅

시다.’ 차시에서는 가정용 저울 속에 들어 있는 용수철이 물체가 무거

울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일상생활의 현상을 바탕으로, 물체의 무게

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통하

여 알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때 캐릭터를 통하여 “처음에는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 하나를 먼저 걸어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라는 팁을 제시하여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탐구 활동 안내 중에서도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탐구를 안내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험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

하는 경우도 있었다. 4학년 2학기 ‘3. 거울과 그림자’ 단원의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아봅시다.’ 차시에서 레이저 포인터 사용과 관

련하여 “레이저 포인터의 빛을 눈에 직접 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와 

발문 유형 분류준거

폐쇄적 발문

회상적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재생하도록 요구하는 발문

재인적 조작 활동에 대한 발문이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발문

예상적 조작 활동에 대한 결과로 예측하거나 비교하거나 대조하도록 하는 발문

적용적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다른 문제 해결이나 사태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는 발문

개방적 발문
확산적 기대한 대답의 한계를 짓기 불충분한 것을 예측하게 하거나 견해를 유도, 추론하게 하는 발문

평가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제시된 대답에 대해 정당화를 요청하는 발문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of questions(Park & Kw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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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눈에 잘 띄는 캐릭터를 통하여 실험의 안전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이나 ‘실험 안전과 관련된 주의

사항 제시’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통하여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4학년 2학기 ‘1. 

식물의 생활’ 단원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관찰하여 

봅시다.’ 차시에서는 “식물의 크기, 색깔, 냄새 등의 특징과 생김새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와 같이 캐릭터를 통하여 직접 활동

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Figure 2).

셋째, 캐릭터가 자료제공을 통하여 과학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4학년 2학기 ‘1. 식물의 생활’ 단원의 ‘특이한 

환경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차시에서는 갯벌에 사는 식

물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캐릭터를 통하여 염생 식물을 설명하고 있었

다. “소금 성분이 많은 땅에서 사는 식물을 염생 식물이라고 해요.”라

는 것으로 캐릭터를 통하여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캐릭터가 ‘개념 및 정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4학년 1학기 ‘3. 화산과 지진’ 단원의 ‘지진의 발생 원인을 알아

봅시다.’ 차시에서는 교과서 본문에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커다란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휘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합니다.”라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아래 사진 삽화를 통하여 땅이 갈라진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삽화에 캐릭터를 제시하여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

는 힘에 의하여 땅이 갈라졌어요.”라는 땅이 갈라진 원인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캐릭터의 역할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3). 

<개념의 및 정의 제공>의 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제공>의 예

Figure 3. example of the character of the roles

넷째, 캐릭터가 탐구 활동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4학년 1학기 ‘3.화산과 지진’ 단원의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봅시다.’ 차시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드록을 이용한 모형실험을 실시하며, “우드록을 

계속 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캐릭터를 제시하여 실험의 결과를 

예상해보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4학년 1학기 ‘2.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의 ‘잎과 줄기의 자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차시에서는 식물의 

잎과 줄기의 성장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캐릭터를 통하여 

“잎이 더 많아지고 줄기가 점점 길어졌어요.”와 같이 탐구활동의 결과

를 제시하고 있었다(Figure 4).

이상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캐릭터의 역할은 동기유발, 탐구 활

동 안내, 자료제공, 탐구결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

<결과예상>의 예 <결과제시>의 예

Figure 4. example of the character of the roles

유형 내용

동기유발 예상, 주의집중, 관심, 흥미, 내용 도입 등

탐구 활동 안내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

주의사항 전달

구체적인 활동 제시

자료제공
개념 및 정의 제공

부연 설명

탐구결과
결과 예상

결과 제시

Table 2. Analytical framework of the character of the role in 
the 4th-grade science textbook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의 예 <실험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의 예 <구체적인 활동 제안>의 예

Figure 2. example of the character of the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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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유형 속 세부 내용까지 Table 2에 

제시하고 이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캐릭터의 역할을 분

석하여 범주화한 결과, 캐릭터의 역할은 그 동안 삽화 분석 연구들에

서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교과서의 삽화가 담당하는 역할과 대범주 

측면에서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하위 영역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의 

측면을 보면 캐릭터는 주로 본문이나 삽화의 내용을 보조하거나 강조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캐릭터의 역할

가.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역할 분석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역할을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Table 3)를 살펴보면, 총 98개의 캐릭터는 자료제공 36개(36.7%), 

동기유발 34개(34.7%), 탐구 활동 안내 23개(23.5%), 탐구결과 5개

(5.1%) 순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의 역할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료제공 유형에서는 부연 설명 32개, 개념 및 정의 제공 4개 순으로 

나타났고, 탐구 활동 안내 유형에서는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 

9개, 구체적인 활동 제시 8개, 주의사항 전달(안전, 환경보호) 6개 

순으로 나타났다. 탐구결과 유형에서는 결과 제시 3개, 결과 예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활용 측면에서 동기유발, 자료제공 유형은 34.7%와 36.7%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탐구결과 유형은 5.1%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교과서에 새롭

게 도입된 캐릭터의 경우 학생들이 캐릭터에 갖는 흥미와 친숙함으로 

인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에도 많이 활용되며, 텍스트와 삽화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도 이용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 캐릭터를 활용

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

다. 단순히 텍스트와 삽화를 가지고 동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더 발전

하여 친근한 만화 이미지와 대화형식을 활용한 캐릭터를 도입함으로

써 학생들에게 주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캐릭터가 

도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7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3-6학년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Kim et al.(2014)의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

보면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Kim et al.(2014)의 연구

에서는 학년별로 비율상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시각 자료가 본문의 

설명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 예시적 역할이 51.1%-66.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내용 및 탐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설명⋅보충적 역할이 16.7%-32.1%,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장식적 역할이 4.0%-2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캐릭터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삽화가 내용에 대한 보충과 예시

를 제공하는 역할이 매우 컸지만, 캐릭터와 같이 삽화와 발문을 모두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삽화가 단순한 장식적 역할에 머물기도 하였다. 

캐릭터가 도입된 이후에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영역별 캐릭터 역할 분석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를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생물, 지구 

영역별 분석한 결과(Table 3)를 살펴보면, 생명 36개(36.7%), 에너지 

19개(19.5%), 물질 17개(17.3%), 지구 17개(17.3%), 자유탐구 9개

(9.2%)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생명 영역이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지구 영역보다 캐릭터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각각의 영역 수업 차시가 비슷하고 자유

탐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했을 때 생명 영역이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캐릭터 활용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생명 영역의 경우 하나의 현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살이 

과정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진과 텍스트로는 그 변화

를 모두 설명할 수 없어서 캐릭터를 도입함으로써 간략한 변화에 대

한 설명을 캐릭터가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명 영역에서 

자료제공의 역할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4학년 과학 교과서 영역 중 자유탐구에서 활용된 캐릭터는 Table 

3과 같이 총 9개로 모두 동기유발에 활용되었다. 교과서 속 자유탐구 

내용에도 탐구 활동 안내, 자료제공, 탐구결과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캐릭터가 동기유발 유형에만 활용된 것은 캐릭터의 활용이 상대

적으로 치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캐릭터가 자유탐구 속 다른 

유형에서도 활용가능한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4학년 과학 교과서 영역 중 에너지 영역에서 활용된 캐릭터를 살펴

보면, 총 19개로 자료제공 7개, 동기유발 6개, 탐구 활동 안내 5개, 

탐구결과 1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

보면, ‘수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말해

요.’(개념 및 정의 제공), ‘체중계 속에도 용수철이 들어있네요’(부연 

유형 내용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9(9.2) 19(19.5) 17(17.3) 36(36.7) 17(17.3) 98(100)

동기유발 예상, 주의집중, 관심, 흥미, 내용 도입 등 9 6 2 8 9 34(34.7)

탐구 활동 안내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 - 3 3 3 - 9
23

(23.5)
주의사항 전달 - 2 - 3 1 6

구체적인 활동 제시 - - - 7 1 8

자료제공
개념 및 정의 제공 - 3 - 1 - 4 36

(36.7)부연 설명 - 4 11 12 5 32

탐구결과
결과 예상 - - 1 - 1 2 5

(5.1)결과 제시 - 1 - 2 - 3

Table 3. Role analysis table of characters in 4th-grade science textbook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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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이 있다. 

4학년 과학 교과서 영역 중 물질 영역에서 활용된 캐릭터는 다음과 

같다(Table 3). 총 17개로 자료제공 11개, 탐구 활동 안내 3개, 동기유

발 2개, 탐구결과 1개 순으로 나타났다. 물질 영역 수업에서는 학생들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부연 설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제공(부연 설명)의 예로

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두부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바다는 지구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등이 있다. 물질 영역에서

는 자료제공 속 캐릭터 활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영역 속 

캐릭터의 자료제공 활용과 비교해보면, 물질 영역은 생명 영역과 비슷

한 수준이고 자유탐구, 에너지, 지구 영역보다는 활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역에 따른 캐릭터 활용 선호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과학 교과서 영역 중 생명 영역에서 활용된 캐릭터는 총 

36개로 탐구 활동 안내 13개, 자료제공 13개, 동기유발 8개, 탐구결과 

2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생명 영역에서는 탐구 활동 안내에서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 3개, 주의사항 전달(안전, 환경보호) 3개, 

구체적인 홛동 제시 7개이고, 자료제공에서 개념 및 정의 제공 1개, 

부연 설명 12개로 나타났다. 생명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서 

탐구 활동 안내와 자료제공 유형 속 내용들이 골고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명 영역 중 탐구 활동 안내 유형 속 캐릭터 활용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내가 관찰한 식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나만의 식물 이름을 지어 볼까요?’(구체적 활동 제시), ‘둘레 길을 

걸을 때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주의사항 전달) 등

이 있다. 특히, 탐구 활동 안내 중 주의사항 전달 속 안전 부분을 

살펴보면, 2007개정 교과서의 생명 영역에서는 칼을 이용할 때 안전

과 관련된 주의 사항 안내가 텍스트로만 되어있었다. 2009개정 교과

서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캐릭터를 활용하여 표현하여서 학생들

이 안전 관련 내용을 더 집중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4학년 과학 교과서 영역 중 지구에서 활용된 캐릭터는 총 17개로 

동기유발 9개, 자료제공 5개, 탐구 활동 안내 2개, 탐구결과 1개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3). 동기유발의 예로는 ‘화산 활동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가 있다. 지구 영역에서는 동기유발 속 캐릭터 

활용이 다른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고 탐구 활동 안내 및 탐구결과에

서는 캐릭터 활용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속 영역마다 캐릭터 사용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특성 일수도 있고, 캐릭터가 처음 도입되어서 캐릭터 활용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캐릭터 사용과 효과에 대한 추후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3. 발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발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Blosser (1987)의 

발문 분류 체계를 수정⋅보완한 Park & Kwon (2007)의 발문 분류 

체계를 활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캐릭터의 전체적인 발문 유형과 영

역별 발문 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98개의 캐릭터 분석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중 39개가 

발문이었으며, 그 비율은 약 40.6%였다. 또한 전체 39개의 캐릭터 

발문을 폐쇄적 발문(회상적, 재인적, 예상적, 적용적)과 개방적 발문

(확산적, 평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폐쇄적 발문이 21개

(53.8%), 개방적 발문이 18개(46.2%)였다. 

또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확산적 발문 18개(46.2%)였으며, 그 다음으로 예상적 발문 8개

(20.5%), 적용적 발문 8개(20.5%), 재인적 발문 5개(12.8%) 순이었고, 

회상적 발문과 평가적 발문은 없었다(Table 4).

7차와 2007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교과서 발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폐쇄적 발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7차 초등학교 과학과 

물질 영역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을 분석한 Park & Kwon (2007)의 

연구에 의하면 4학년 물질 영역의 경우 전체 89개의 발문 중 재인적 

발문이 52개(58.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발문의 유형을 크게 폐쇄

적 발문과 개방적 발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폐쇄적 발문이 68개

(76.4%)로 개방적 발문 21개(23.6%)에 비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Choi & Kim (2012)의 제7차와 2007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과학 교과서 물질 영역의 발문 유형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4학

년의 경우 폐쇄적 발문이 47개(92.2%)로 개방적 발문 4개(7.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 학년에 걸쳐서도 물질 영역 

속 폐쇄적 발문이 385개(8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Choi & Lee 

(2012)의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과학 교과서의 전 영역에 

걸쳐 제시된 발문의 유형 분석 결과에서도 4학년의 전체 555개의 

발문 중 폐쇄적 발문이 491개(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폐쇄적 발문의 유형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4학년 과학 교과서의 모든 발문을 대상으

로 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의 발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에 비하여 개방적 발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간단한 대화 형식의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확산

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는 캐릭터 발문 도입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양한 발문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상적 발문과 평가적 발문이 

전혀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발문으로 

발문 유형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9(23.1) 5(12.8) 3(7.7) 12(30.8) 10(25.6) 39(100)

폐쇄적 발문

회상적 - - - - - -

재인적 - - 1 3 1 5((12.8)

예상적 - 1 - 4 3 8(20.5)

적용적 - 2 - 5 1 8(20.5)

개방적 발문
확산적 9 2 2 - 5 18(46.2)

평가적 - - - - - -

Table 4.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by are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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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못하였다면 교과서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과 영역별로 캐릭터의 발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자유탐구 9개(23.1%), 에너지 5개(12.8%), 물질 3개(7.7%), 생명 

12개(30.8%), 지구 10개(25.6%)였다. 특히 자유탐구에 있는 9개의 

발문은 모두 확산적 발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유탐구 

영역의 특성상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켜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길러주기 위함이

라고 생각된다.

위의 발문 분석의 전체적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과학 

교과서 텍스트의 발문 연구들에 비해서 캐릭터에 제시되어 있는 발문

의 경우 폐쇄적 발문과 개방적 발문의 비율이 비슷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영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텍스트가 말풍선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대화의 형식을 취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삽화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삽화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과학 교과서 속 탐구활동, 실험방법, 텍스트, 일반적 삽화 등의 영역은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캐릭터 삽화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주제이다. 본 연구는 캐릭터 삽화 분석에 적합한 

분석틀(Table 2)을 범주화하여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삽화 역할 분석

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캐릭터 삽화를 도입할 때 캐릭터의 역할 유형과 영역별 

캐릭터의 활용 비율 및 내용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캐릭터의 영역별 활용 비율을 등분하는 것보다 각 영역의 특성

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캐릭터의 발문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텍스트 속 발문보다 개방적 발문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캐릭터를 활용한 발문의 비중을 높여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즉, 2015개정 과학 교과서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때에는 캐릭터 속 텍스트의 발문 유형에서 개방적 

발문의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평가적 발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4학년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

된 캐릭터의 역할 범주화, 캐릭터의 역할 분석 및 발문 분석을 통해 

캐릭터 삽화의 활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시사점을 탐색하여 추후 교

과서 속 캐릭터 활용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적용된 캐릭터를 분석하여 그 역할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캐릭터들의 역할을 크게 동기유발, 탐구 활동 

안내, 자료제공, 탐구결과 등의 역할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기유발의 경우 예상, 주의집중, 관심, 흥미, 

내용 도입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탐구 활동 안내는 효과적인 

실험을 위한 조언, 주의사항 전달(안전, 보호), 구체적인 활동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료제공은 개념 및 정의 제공, 부연 설명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탐구결과는 결과 예상, 결과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캐릭터 삽화 분석에 적절한 분석틀

을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속의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추후 캐릭터 삽화 역할 분석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캐릭

터 삽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역할을 범주화 분석틀을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 총 98개의 캐릭터 분석단위 중 동기유발과 자료제

공 유형이 70개(71.4%)였고, 탐구 활동 안내, 탐구결과는 28개

(28.6%)로 나타났다. 초등과학 수업 속에서 평균적으로 동기유발과 

자료제공 부분이 탐구 활동 안내와 탐구결과 부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속 캐릭터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교과서 속 캐릭터가 수업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실제로 인식 및 

활용되고 있는지를 수업 관찰 및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역할을 영역

별로 분석한 결과 생명 영역 속 활용이 36개(36.7%)로 자유탐구 9개

(9.2%), 에너지 19개(19.5%), 물질 17개(17.3%), 지구 17개(17.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영역의 특성상 

캐릭터 활용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영역의 캐릭터 활용이 높아

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캐릭터 삽화를 활용할 때 단순히 영역별로 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의 특징과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면 2015개정 과학 교과서 개발에서 영역

별 캐릭터 활용 비율 검토에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영역별 캐릭터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탐구 영역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동

기유발에 활용되었고, 에너지 영역에서는 자료제공, 동기유발, 탐구 

활동 안내 순이었다. 물질 영역에서는 자료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생명 영역에서는 탐구 활동 안내와 자료제공 유형이 높게 활용되

었다. 지구 영역에서는 동기유발, 자료제공, 탐구 활동 안내, 탐구 결

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호하는 캐릭터의 유형이 영역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릭터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BSCS Science T.R.A.C.S. (Teaching Relevant Activities for Concepts 

and Skills) 교과서를 살펴보면 캐릭터를 아이들과 친숙한 캐릭터 2종

류로 선정하여 전 학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SCS Science T.R.A.C.S,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Q. 

(Curious and Questions)와 I.Q. (Investigate and Observe)라는 2개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영역과 학년에 따른 캐릭터 활용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와 그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학생들에게 있는지

를 국외 캐릭터 활용 교과서와 국내 교과서 속 캐릭터 활용 비교를 

통해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초등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활용 방안과 캐릭터를 개발하고, 초등 

과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 타교과 및 중등 과학 교과서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 된다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캐릭터 활용이 가능할 것

이라 생각한다.

넷째,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의 발문을 분석한 결과 폐쇄적 

발문 21개(53.8%), 개방적 발문 18개(46.2%)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

서의 텍스트 속 발문 분석들과 비교한 결과, 텍스트 속에는 폐쇄적 

발문이 개방적 발문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캐릭터들의 대화 형식 

발문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개방적 발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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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캐릭터의 발문 속에는 회상적 발문과 평가적 발문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수업 이전까지 배운 내용과 본 수업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 등의 중요성 측면을 고려하여 캐릭

터의 발문 속에도 회상적, 평가적 발문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사는 과학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4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3, 5, 6학년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도 함께 분석하여 초등 과학 교과서 전체적 관점에

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점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 교과서의 

캐릭터 도입이 안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전달,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도움 제공 등에 효과가 있는지를 학생들

의 실제 수업 속 상황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 진행된 캐릭터 삽화의 역할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토대로 캐릭터

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 및 분석한다면 2015개정 과학 교과

서에서는 2009개정 과학 교과서보다 과학 수업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개선⋅보완된 캐릭터 삽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과서는 교사들에 의해 실행되는 실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 내용의 원천이자 교수학습 계획의 중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

히 높으므로(Harms & Yager, 1981; Woodward & Elliott, 1990), 새롭

게 도입된 캐릭터가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체계적 심화 

분석 과정을 통해 교사가 과학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과학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의 

역할 범주화, 역할 및 발문 분석을 통해 과학 교과서에 사용된 캐릭터

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교과서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9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

정에 따라 개발된 과학 교과서 중 4학년 교과서이다. 분석방법은 분석 

대상 선정 및 분석틀 개발, 캐릭터 역할 분석, 발문 분석이다. 연구 

결과, 캐릭터의 역할 유형은 자료제공, 동기유발, 탐구 활동 안내, 탐

구결과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서 속 캐릭

터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생명 영역이 자유탐구, 에너지, 물질, 지구 

영역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문 유형 분석 결과는 

확산적, 예상적, 적용적, 재인적 발문 순으로 나타났고 회상적, 평가적 

발문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그림과 텍스트의 결합 형태로 제시되

는 캐릭터의 역할을 범주화하고 그 역할을 규명하여 실제 교과서 속

에 활용된 캐릭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앞으

로 초등 과학 교과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캐릭터 활용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캐릭터 역할, 과학과 교과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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