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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7종의 검인정 화학II 교과서 중 STS 내용의 포함정 

도를 알아보고 STS 내용을 단원별, Piel의 주제영역별, 활동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STS 
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교과서가 교육과정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7종의 화학II 교과서에서는 STS 교육내용이 교과서 지면의 평균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STS 내용의 단원 

별 분포를 보면 화학결합과 화합물에 3.8%, 원자구조와 주기율 3.2%, 물질의 상태와 용액 2.2%, 물질의 과 

학에 1.9%, 화학반응 1.9%로 화학결합과 화합물에 STS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Piel의 STS 주 

제영역에 따른 STS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발달의 영향이 33.7%, 환경문제와 천연 자원의 이용이 27.5%, 
인간공학이 19.6%, 에너지가 13.8%, 과학의 사회학이 5.4%이었고, 인구 및 우주개발과 국방에 관련된 내용 

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STS 주제를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에너지는 화학결합과 화 

합물 및 화학반응 단원에, 인간공학, 환경문제와 천연자원의 이용 및 기술발달과 영향은 화학결합과 화합물 

에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학의 사회학은 원자구조와 주기율 및 화학반응 단원에 주로 포함되어 있 

었다. STS 교육내용을 SATI渕 활동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조사연구와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현장 

활동,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및 모의실험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역할놀이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 

지 않았다.

주제어: 화학II 교과서 , STS 내용, STS 주제영역 , SATIS 활동영역

ABSTRACT. The STS contents, emphasized in the 6th curriculum, in the chemistry textbooks(II) were 
analyzed. The STS contents in textbooks showed average value of 2.7%. The chapter of ‘chemical bond and 
compound5 were included 3.8% of STS contents. And the chapter of ‘atomic structure and periodic table’, 
‘state of material and solution5, ‘science of material5, and ‘chemical reaction5 contained 3.2%, 2.2%, 1.9%, and 
1.9% of STS contents, respectively. When the STS contents were analyzed by STS topics of Pi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33.7% on effe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27.5% on environmental quality and utilization 
of natural source, 19.6% on human engineering, 13.8% on energy, and 5.4% on sociality of science. However,

-90-



화학II 교과서의 STS 내용 분석 91

there were no topics on population, space research and national defense. When the STS contents were analyzed 
by student activities of SATIS, most of the activities were research and case study. There were few field activ
ities of practical investigation,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research design and stimulation. There 
were no activities of role play.

Keywords: chemistry II textbook, STS content, STS subject, student activity of SATIS

서 론

21 세기의 과학 기술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 

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는 과학과 기술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며 학교 교육이 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은 제 4차 교육과 

정까지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과학 지식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학년 

이 될수록 과학에 흥미를 잃고,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많으며, 과학이 그들의 일상생활 

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2* 이러한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STS（Science-Technology-Society） 교육운동이 대두되었 

다. 그리고 STS 교육운동은 1980년대 이후 과학교육의 

5개 영역 중 개념획득 영역을 제외한 탐구과정, 과학개 

념의 적용, 과학에 대한 태도, 창의성 함양 등의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인 과학교육보다 더 높은 성취도 

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5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학교육의 경향에 부응하여 일 

상생활 및 사회적 경 험과 관련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과 

학을 가르쳐서 학생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력 

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5 
차 과학교육 과정의 목표에서 STS 정신이 처음 포함된 

이래,6 제 6차 과학교육 과정에서는 STS적인 내용이 포 

함된 '공통과학'이란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교육목표 

에서도 STS정신이 더욱 강화되었다.7 또한 1990년 이 

후 STS에 관한 연구도 여러 연구자들에"13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STS 교육운동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되었 

고 전세계 과학교육의 주요한 사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STS 교육운동의 소개, 프로그램의 소 

개 등에 불과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 교수학습 전략, 

교사교육, 평가 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4,7,12 

따라서 STS 교육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STS 프로그 

램에 관한 평가 연구, 즉 STS 프로그램을 과학교육 현 

장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연구에 우선해서 수행되어야 할 문제 

이다.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교과서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므로 교과서가 STS 교육내용을 얼마나 포함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STS 
내용이 얼마만큼 행해지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 

료가 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과학（화학부분） 교 

과서의 STS 내용분석을 한 선행 연구와14-16 연계하여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에 STS와 관련된 내용을 얼마 

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과서가 교육과정 목 

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제 卜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7종의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에서 STS 내용을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교과서에서 전체 내용 중 STS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 각 교과서에서 STS 내용이 어느 단원에 얼마 

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셋째, 각 단원에서 STS 내용이 Piel의 어떤 주제영역17 

에 포함되어 있는가?

넷째, 각 교과서는 어떠한 STS 활동영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1992W 6월 30일 고시된 제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冲］ 의한 화학II 교과서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를 한정하여 STS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2002, Vol. 46,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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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7종의 화학II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할 때 STS에 관련된 강좌 

를 수강한 적 이 있는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들의 

검정을 하였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 

이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자료

제莎卜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화학II 교과서 중 부 

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7종의 화학II 교과서를 수집하여 각 단원들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7종의 화학II 교과서는 

임으로 A부터 F 까지 정하였다 [A: 김시중외 4인 공저, 

금성교과서（주）; B: 오제직외 3인 공저, （주甲학사; C: 
정구조외 2인 공저 , 동아서적（주）; D: 박원기외 1인 공 

저 , 주泅학사; E: 우규환외 3인 공저 , （주）천재교육; F: 
최병순외 4인 공저, 한샘출판사（주）; G: 송호봉외 1인 

공저, 형설출판사]

분석틀

제 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STS 교육내용이 교과 

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반영된 내용 

들이 어떤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STS 내용의 선정. 각 교과서의 STS 관련 내용을 선 

정할 때는 Yager가 제시한 ‘STS 교육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1 STS 교육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는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과학의 응용, 사회적 문 

제, 의사결정의 문제, 과학과 관련된 직업 선택, 실제 문 

제에 대한 협동작업, 과학의 다면성, 적절한 정보의 선 

택과 이용이다.

단원영역. 각 교과서에서는 물질의 과학, 원자구조와 

주기율, 화학결합과 화합물, 물질의 상태와 용액, 화학 

반응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제영역. STS 주제영역은 Pie冒 연구에 의해 정의 

된 주제를 사용하였다.17 Piel에 의해 분류된 STS 주제 

영역은 에너지, 인구, 인간공학, 환경문제와 천연자원의 

이용, 우주개발과 국방, 과학의 사회학 및 기술 발달의 

영향이다.

활동영역.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STS 프 

로그램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의 SATIS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활용하고 있는 활동영역을 사용하였다. 활동영역은 현 

장활동, 구조화된 토론, 자료해석, 조사연구, 문제해결 

이나 의사결정, 역할놀이, 모의실험, 사례연구 및 연구 

고안으로 구분된다.

분석방법

1） 교과서 내용중 대단원명 , 단원서문, 단원요약, 연 

습문제, 종합문제 등은 전체 면 수에서 제외하였고, 한 

면은 27줄로 계산하여 완전한 한 면으로 정형화하였다.

2） Yager가 제시한 ‘STS 교육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 

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교과서에서 STS 내용이 선정되었 

다.1 선정된 STS 내용은 같은 방법으로 그 면 수가 측 

정되었다.

3） 화학II 전체 면 수와 STS 내용 면 수의 비율을 백 

분율로 나타내어 각 교과서가 STS 내용에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4） 각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STS 내용이 얼마만큼 포 

함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5） 각 교과서의 STS 내용은 어떠한 Piel의 주제영역17 

을 포함하는가를 분석하였다.

6） 각 단원은 어떠한 Piel의 주제영역을 포함하는가 

를 분석하였다.

7） 각 교과서의 STS 내용은 어떠한 SATIS의 활동영 

역을 포함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교과서별 STS 내용의 분포 비교

STS 교육은 제 5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 STS 주제가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았다4"" 그 

후 제 «卜 교육과정에서 STS 교육내용이 교과서에 반영 

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7종의 검인정 화학II 교 

과서 내용 중 STS 교육내용의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각 교과서에서 STS 교육내용은 1.2% 
（或과서）에서 4.2%（E교과서：胃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과서의 STS 내용 비율은 총 2331면 중 63.2면 

으로 2.7%를 나타내고 있다. BybeW 과학 • 기술 • 사 

회 교육이 전통적 개념 중심의 과학 교육과정과 상호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9 

STS 내용을 초등학교에서는 10%, 중학교는 15%, 고등 

학교는 20% 정도를 할애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NSTA의 Position Statemen㈣서도 과학적 교양 

을 강조하며 수업시간의 안배에 있어서 STS 문제를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권장하는데 수업시간의 비율 

은 고등학교에서는 20〜25%, 중학교에서 13〜20%,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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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S contents of chemistry II textbooks

Textbook
Category Science of 

Materials
Atomic structure 
& Periodic table

Chemical bonding
& Compound

State of Materials
& Solution

Chemical 
reaction

Total

A
STS(%) 2.5(6.4) 1.7(2.4) 1.1(1.3) 1.5(2.8) 1.7(2.0) 8.5(2.5)

Total 39 72 85 53 86 335

B
STS(%) 0.0(0.0) 1.3(2.2) 1.4(1.4) 1.2(2.6) 0.1(0.1) 4.0(1.2)

Total 34 60 97 47 84 322

C STS(%) 0.2(0.1) 2.8(4.7) 6.1(6.6) 0.0(0.0) 0.0(0.0) 9.1(2.9)
Total 33 59 93 52 79 316

D STS(%) 1.6(3.1) 3.3(4.6) 4.4(4.1) 0.6(1.2) 2.9(3.5) 12.8(3.5)
Total 51 71 108 51 84 365

E STS(%) 0.2(0.0) 1.9(3.5) 4.7(6.8) 1.8(3.3) 3.8(4.9) 12.4(4.2)
Total 43 54 69 54 77 297

F STS(%) 0.0(0.0) 1.8(2.4) 2.1(2.9) 0.9(1.5) 2.0(2.1) 6.8(2.0)
Total 31 76 72 59 96 334

G STS(%) 0.7(1.9) 1.7(2.6) 3.7(3.7) 2.6(3.8) 0.9(1.0) 9.6(2.7)
Total 36 66 100 68 92 362

Total STS(%) 5.2(1.9) 14.5(3.2) 23.5(3.8) 8.6(2.2) 11.4(1.9) 63.2(2.7)
Total 267 458 624 384 598 2331

학교에서 1~13%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0 이 비율 

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에 

는 2.7%의 STS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적 

은 비율이다. 그 이유는 화학II는 주로 전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개념중심의 체제를 다루어 야 하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STS 교육이 강조된 교육과정 목 

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및 기술 

적 응용부분 등을 도입하여 더 많은 STS 내용이 포함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STS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교사들의 인식전환 및 STS 
에 관한 지식의 확대가 없으면 STS 적용은 매우 어렵 

다.18 그러므로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STS 교육의 목적 

및 당위성 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의 

STS 에 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STS 내용의 단원별 비교

각 교과서를 단원별로 분석하여 STS 내용이 어느 단 

원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화학II 교과서는 다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단원에 나타난 STS 내용 분포는 화학결합과 화 

합물(3.8%), 원자구조와 주기율(3.2%), 물질의 상태와 

용액(2.2%), 물질의 과학(1.9%), 화학반응(1.9%) 순으 

로 되어 있다. 물질의 과학 단원에서는 STS 에 관한 내 

용이 평균 1.9%로 전체 단원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皿과서에는 0.1%卜 포함되고 있으 

며 B, E, F교과서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 

자구조와 주기율 단원은 평균 3.2%의 STS 내용을 할 

애하고 있었다. 이는 물질의 과학(1.9%), 물질의 상태 

와 용액 (2.2%) 및 화학반응(1.9%)과 비교해 보면 상대 

적으로 STS 내용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학결합과 화합물 단원은 전 교과서 단원에서 가장 

많은 지면(3.8%)을 할애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E교 

과서가 STS 내용에 가장 많은 지면(6.8%曜 할애하고 

있고, 물질의 상태와 용액 단원은 STS 내용에 평균수 

준(2.2%问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皿과서에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화학반응 단원은 STS 에 관한 내 

용이 1.9%로 전체 단원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 

었다. 특히 取과서에는 0.1% 포함되어 있으며 C교과 

서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Piel 의 기준에 따른 교과서별 STS 주제영역 비교

각 교과서에서 선정된 STS 내용을 Piel 에 의해 정의 

된 주제영역에 따라 분류하였으며17 각 교과서의 STS 
내용의 주제 영역별 비교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교과서의 STS 내용을 주제영역의 분포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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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nalysis of categories by Piel’s subject

Theme

Textbook
Energy

Popula
tion

Human 
Tech.

Environmental
Quality &

Natural Resource

Space Research
& National 

Defense

Sociology 
of Science

Effe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tal

A 1.6 0.0 1.6 2.9 0.0 1.2 1.2 8.5
B 0.7 0.0 0.3 1.5 0.0 0.6 0.9 4.0
C 0.8 0.0 2.9 2.2 0.0 0.0 3.2 9.1
D 1.0 0.0 1.1 2.3 0.0 1.3 7.1 12.8
E 2.6 0.0. 2.8 3.2 0.0 0.3 3.5 12.4
F 1.8 0.0 3.0 1.2 0.0 0.0 0.8 6.8
G 0.2 0.0 0.7 4.1 0.0 0.0 4.6 9.6

Total 8.7 0.0 12.4 17.4 0.0 3.4 21.3 63.2
(%) (13.8) (0.0) (19.6) (27.5) (0.0) (5.4) (33.7) (100.0)

타내면 기술발달의 영향 (33.7%), 환경문제와 천연자원 

의 이용(27.5%), 인간공학(19.6%), 에너지(13.8%), 과학 

의 사회학(5.4%), 인구(0.0%), 우주개발과 국방(0.0%) 순 

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기술발달의 영 

향에 관한 주제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면 수는 0.8 
면에서 7.1 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교과서별로는 기 

술발달의 영향이 첫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교과서가 

4종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에는 화학 물질의 합성, 분해 

등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기술발달로 파생되는 

새로운 물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환경문 

제와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주제로 STS 내용의 

27.5%를 포함하고 있으며 면 수는 1.2면에서 4.1 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나 LNG, 

수소와 같은 기체 연료들의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보다 

좋은 STS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재활용, 환경 

문제 개선 등의 우리 고장의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간공학에 관련된 주제는 STS 
내용의 19.6%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B교과서 (0.3%) 및 

G교과서(0.7%：는 STS 내용이 아주 적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다.

에너지에 관한 주제는 STS 내용의 13.8%가 포함되 

어 있고, 주로 산화 • 환원의 내용을 다루는 화학전지 

의 활용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다루고 

있었다. 과학의 사회학에 관한 주제는 전체 STS 내용 

의 5.4%이었고 과학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과학기술人卜회의 상호 

작용에 관한 문제나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C, F, G교과서에는 이 부 

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인구 및 우주개발과 국방 

에 관한 주제는 모든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주제는 생물이나 지구과학 과목에서 다루 

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교과서의 STS 내용을 주제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 

과를 비교해 보면 기술 발달의 영향, 환경문제와 천연 

자원의 이용, 인간공학, 에너지 등은 비교적 많이 다루 

고 있으나 과학의 사회학, 인구, 우주개발과 국방에 관 

한 문제들은 미비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다음 교과서 개정에는 STS 주제영역별로 

STS 관련 내용의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원별 STS 주제영역의 비교

STS 주제영역들이 어떤 단원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보면 주제별로 STS 내용이 단원에 따라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주제는 화학반응 

(34.5%) 단원에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구에 대 

한 주제는 모든 단원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제는 생물 교과서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공학에 관련된 주제는 화학결합과 화합물 및 물 

질의 과학 단원에서 각각 28.2%와 10.5% 포함되어 있 

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다루고 있었다. 

환경문제와 천연자원의 이용 주제는 원자구조와 주기 

율 단원에서 56.3%의 비율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물질의 과학 단원에서는 2.9%의 비율로 가장 적게 다 

루고 있었다.

과학의 사회학은 화학반응(35.3%) 및 원자구조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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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nalysis of chapters by Piel's subject

fChapter Science of Atomic structure & Chemical bonding State of Materi- Chemical
TotalTheme ~~、 Materials Periodic table & Compound als & Solution reaction

Energy 1.0(11.5) 1.4(16.1) 1.8(20.7) 1.5(17.2) 3.9(34.5) 8.7(100)
Population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Human Tech. 1.3(10.5) 3.0(24.2) 3.5(28.2) 1.7(13.7) 2.9(23.4) 12.4(100)
Environmental Quality & 
Natural Resource

0.5(2.9) 3.8(21.8) 9.8(56.3) 1.0(5.8) 2.3(13.2) 17.4(100)

Space Research & National 
Defens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Sociology of Science 0.4(11.8) 0.9(26.4) 0.5(14.7) 0.4(11.8) 1.2(35.3) 3.4(100)
Effe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2.0(9.4) 5.4(25.3) 8.0(37.6) 4.0(18.8) 1.9(8.9) 21.3(100)

기율 (26.4%) 단원에서 다소 많이 다루고 있고 이외의 

단원에는 적지만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발달과 

영향 주제는 화학결합과 화합물(37.6%) 및 원자구조와 

주기율(25.3%) 단원에서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의 단원에는 적지만 고르게 다루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Piel의 분류에 의한 주제영역은 

단원별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가 주제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이라 여겨진다.

STS 내용의 활동영역별 분석

각 교과서에서 선정된 STS 교육내용을 영국의 STS 
프로그램인 SATIS의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교과서의 STS 내용을 활동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총 

147회 중 조사연구가 41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 

례연구 33회, 연구고안 2詞, 구조화된 토론 21회, 자 

료해석 13회, 현장활동 6회, 모의실험 6회,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5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과서별로 보면 12 
회에서 38회의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21회 정도 

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의 

STS 교육활동은 주로 조사연구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장활동, 모의실험, 문제해결과 의 

사결정의 활동은 매우 적었으며 역할놀이는 전혀 없었 

다. 특히 현장활동, 모의실험, 역할놀이 등은 과학의 흥 

미를 유발시키며 다양한 체험을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STS 교육 프로그램 

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제 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7종의 검인정 화학II 
교과서의 STS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Table 4. The analysis of student activities of SATIS

Activityfield^^f Textbook
A B C D E F G Total

Practice activity 0 1 0 0 5 0 0 6
Structured Discussion 6 0 0 5 5 2 3 21
Data analysis 2 3 1 0 6 0 1 13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0 0 2 1 1 1 0 5
Role play 0 0 0 0 0 0 0 0
Simulation 1 1 2 0 0 1 1 6
Case study 4 2 5 7 5 3 7 33
Research design. 3 1 2 4 3 3 6 22
Investigation study 4 4 5 8 13 4 3 41
Total 20 12 17 25 38 14 2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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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종의 화학II 교과서에는 STS 교육내용은 교과서 

지면의 1.2%에서 4.2%로 평균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NSTA가 권장하는 STS 포함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교과서에서 물음, 연구, 읽을 

거리 등에 STS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본문 전개 

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STS 내용의 단원별 분포를 보면 화학결합과 화합 

물에 3.8%, 원자구조와 주기율에 3.2%, 물질의 상태와 

용액에 2.2%, 물질의 과학에 1.9%, 화학반응에 1.9%로 

화학결합과 화합물에 STS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Piel의 STS 주제영역에 따른 STS 교육내용을 살 

펴보면 기술발달의 영향이 33.7%, 환경문제와 천연자 

원의 이용이 27.5%, 인간공학이 19.6%, 에너지가 13.8%, 
과학의 사회학이 5.4%이었고, 인구문제와 우주개발과 

국방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4. STS 주제를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 에너지는 화학 

결합과 화합물 및 화학반응 단원에, 인간공학, 환경문 

제와 천연자원의 이용 및 기술발달과 영향은 화학결합 

과 화합물에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의 사회학에 

관한 주제는 원자구조와 주기율, 화학반응 단원에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5. STS 교육내용을 SATIS의 활동영역에 따라 분석 

한 결과는 조사연구나 사례연구, 연구고안이 대부분이 

었고, 역할놀이 활동은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 고등학교 화 

학교육에서 STS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1. 제 卜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II 교과서에 STS 교육 

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보조교재로써 다양한 STS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 

겠다.

2. 학교 현장에서 STS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사들의 재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 

겠다.

3. 현재 중앙집권적 체제의 교과서 개발에서는 지역 

적 인 문제를 다루기 어려우므로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 

는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보조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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