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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variation of the tex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cience textbooks at each grade level in terms of linguistic features. Data included some of the written texts

related to ‘Volcano and Earthquake’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cience textbooks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The written tex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textual meaning, interpersonal meaning, and

ideational meaning.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different structures and linguistic features of the texts in school

science textbooks depending on the grade level. Therefore, we argue that the differences in this study may make students

feel difficult and strange when they read and understand science textbooks. We suggest that science teachers need to play

the role of a mediator between students' understanding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scientific language in science

learning.

Keywords: science textbook, linguistic features, text analysis, register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글의 구조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상급 학교

로 진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과학 교과서 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자료로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해

개발된 초·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산과 지진’ 관련 단원의 글을 선정하였으며, ‘텍스트 구성적 의미’, ‘상호 관

계적 의미’, ‘내용과 논리 관계 의미’의 측면에서 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과서의 글은 학교급에 따라

글의 구조를 비롯한 언어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며,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이러한 글의 구조적 특징 차이

에 의해서도 과학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생소하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언어가 지니는 구조적 특징에 대한 과학 교사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과학 교과서, 글의 구조적 특징, 글 분석, 레지스터

서 론

전통적으로 언어는 단지 생각이나 실체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인식되어 왔다(Fang, 2005; Robins, 1997).

그러나 Vygotsky(1978)는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기호

와 상징으로서의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발달시키는

주요한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를 통

한 상호 작용의 결과가 개인의 인지 발달에 결정적

이라는 Vygotsky(1978)의 주장은 과학 교육 연구에서

언어를 생각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이상으로 고

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과

학 개념 습득과 과학적 사고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학습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해야함을 말해

준다.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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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어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발달하게 되는데, 과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도

이 학문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반

영된 고유한 언어가 나타난다(Darian, 2003; Halliday

and Martin, 1993; Martin and Veel, 1998; Reeves,

2005; Yore et al., 2004). 과학을 배우는 초심자들은

이러한 과학의 고유한 언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활

용할 줄 알아야 그 분야의 소양을 갖춘 일원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Wellington and Osborne, 2001;

Westby and Torres-Velasquez, 2000; Young and

Nguyen, 2002). 또한 과학이 추상적인 현상과 개념을

다루기 위해 고유한 의미 형성 방식을 정립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의미 형성 방식이 투영된 과

학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자의 시각

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Fang and Schleppegrell, 2008). 과학의 언어를 이해

하는 것이 과학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Lemke, 1990; Wellington

and Osborne, 2001)도 과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소로서 과학의 언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을 말해준다.

학교 맥락에서는 과학 교과서가 학생들이 과학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

나이다(맹승호 외, 2007). 특히 과학 교과서의 글에는

일반적으로 과학 언어의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Fang, 2005), 학생들은 과학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면

서, 또는 과학 교과서를 활용하여 보고서나 과학 글

을 쓰면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

득해나간다. 그런데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

록 과학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렵고 생소

하게 인식한다는 보고가 있다(이양락 외, 2004). 이러

한 인식은 과학 교과서를 읽는 행위 자체를 기피하

게 만들기도 한다(Fang and Shleppegrell, 2008). 이

는 과학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과학 개념

에 대한 이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문제가 된다.

과학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과학 교과서 글의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Fang, 2005; Fang, 2006;

Schleppegrell, 2004; Wellington and Osborne, 2001).

이러한 연구들은 과학 교과서에서 언어로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글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글의 본질적인 특징에 초점을 둔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급 간에 과학 개념의 연계성 부족이나 상

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과학 개념이 추상적이고 복잡

해진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식의 어려움을 설명했

던 기존의 연구 관행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 교과서 글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본 기존 연

구들은 주로 ‘전문적인 과학 용어’에 주목하였으며,

상급 학교로 갈수록 과학 용어의 수가 증가하고 과

학 용어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

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오강호 외, 2004; 정

화숙 외, 2005; 최행임 외, 2008). 그러나 학생들이

과학 교과서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를 전문적인 과학 용어에만 한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적 특징’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

적이 있다(맹승호 외, 2007; 이정아 외, 2007; Fang

and Schleppegrell, 2008; Lemke, 1990). Fang and

Schleppegrell(2008)은 과학 글은 전문 용어 이외에도

압축적(abstract)이고, 조밀하고(dense), 상호 연관성이

높은(tightly knit) 문장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과학

글을 대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소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Lemke(1990)는 과학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용어

간의 의미 관계(semantic relation)와 같은 글의 구조

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글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과학 교

과서 글의 특징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이정아 외

(2007), 맹승호 외(2007) 등으로 연구의 중요성에 비

해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도

연구 목적상 특정 학교급의 글의 특징만 분석하였으

므로 학교급에 따른 글의 특징 차이를 파악하는 것

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과학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과학 교과서 글의 특징을 구조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글의 구조적인 특

징을 문법적인 특징으로 단편적으로 인식하여 글의

형태적인 측면과 같이 제한적으로 언어의 특징을 파

악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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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맥락과 의사소통의 기호와 상징으로서 글이 포

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기능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급별

로 현장의 과학 교사들에게 과학 학습의 잠재적 요

인인 과학의 언어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

학교 과학 교과서 글의 구조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경험하게 되

는 과학 교과서 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 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초·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글을 분석하였다. 텍

스트 선정을 위하여 초·중·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

고 있는 주제들을 교육 과정에서 확인한 후, 과학 교

과서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단원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선

정된 텍스트는 각 급 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산과 지

진’ 관련 단원의 글 중에서 실험 활동과 관련된 글은

제외하고 본문의 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 이외의

그림과 표는 이 연구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

교 과학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1종만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과학 및 지구과학 교과서

는 검정을 통과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출판사의 편집 스타일에 따라 같은 학교급

의 과학 교과서에서도 글의 특징에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출판사의 편집 스타일에 따라 나타

나는 글의 특징 차이가 아닌, 학교급에 따라 나타나

는 글의 특징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 출판사

에서 동일 저자에 의해 집필된 중학교 과학, 고등학

교 과학 및 지구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현행 과학 교과서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 교과

서를 모두 발행하는 세 출판사(교학사: 출판사 A, 금

성출판사: 출판사 B, 지학사: 출판사 C)의 과학 및

지구과학 교과서의 텍스트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

육 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선

택 중심 교육 과정’에 의해 개발된 ‘지구과학I’, ‘지

구과학II’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글의 구조적 특징 차

이가 학교급간에 의한 차이에 비견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각각을 구분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과학 글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

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레지스터

(Register)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레지

스터 이론에서는 언어가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언어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맥락적 의미(contextual meaning)

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정재훈, 1999; Bloor and

Bloor, 2004; Eggins, 2004; 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Martin and Rose, 2003). 그 세 가지 맥락적

의미는 ‘언어가 어떻게 조직되어 전달되는가?’와 관

련된 ‘텍스트 구성적 의미(textual meaning)’, ‘언어

참여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와 관련된 ‘상호 관계

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무엇이 이야기 되

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과 논리 관계의 의미

(ideational meaning)’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레지스터 분석 방법은 Halliday

and Matthiessen(2004), Bloor and Bloor (2004),

Eggins(2004), Martin and Rose(2003)의 연구 사례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공동 연구진과 논의 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되었다(Table 1). 자료 분석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예비 분석이 수행된 후, 과학교육

전문가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국문법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분석은 공동 연구자

간의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분석 방법을 확정한

후 실시되었다. 분석의 단위는 분석 항목에 따라 절

(clause) 또는 문장(sentence) 단위로 실시되었다. 구체

적인 분석 방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 구성적 의미(Textual meaning)

글이라는 형태로 저자의 생각이 독자에게 전달될

때에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 글의 구성 요소의 순서가

결정되고, 글이 특정 형태로 조직화된다(Eggins, 2004;

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이러한 글의 구성적

의미는 먼저 주제부(Theme)와 설명부(Rheme)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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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주제부(Theme)는 절(clause)에

담긴 메시지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며, 설

명부(Rheme)는 주제부(Theme)를 제외한 절의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주제부는 절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설명부는 주로 주

제부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맹승호, 2008; 이정아 외, 2008; Eggins, 2004).

•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

어 굳은 암석이다.

• 이러한 경계 부근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다.

※ 볼드체 부분: 주제부, 나머지 부분: 설명부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절을 주제부와 설명

부로 나눈 후,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

펴보면 글의 구성적인 의미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과학 글을 포함한 학문적인 글(academic

writing)에서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이

전에 진술된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다시 언급하는

구조와 개괄적으로 진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설명

하는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Bloor and Bloor, 2004;

Eggins, 2004; Fang and Schleppegrell, 2008).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주제부와 설명부의 특정한 전개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앞 절의

설명부가 뒷 절의 주제부로 연결되는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는 지그재그 구조(Zig-Zag structure, Eggins,

2004)가 있다.

• 지그재그 구조(Zig-Zag structure)

01:지각과 맨틀의 최상부를 합하여 암석권이라고 한다.

02:암석권은 두께가 약 100 km인 단단한 강체이다.

03: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판이며,

04:판은 대류 하는 연약권 위에 떠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둘째, 앞의 여러 절에서 진술된 내용을 요약하여

명사구의 형태로 표현하는 명사화 구조(nominalization

structure, Eggins, 2004)가 있다.

• 명사화 구조(Nominalization structure)

01:지구 내부는 지하로 100 m 들어갈 때마다 약 3
o

C씩 온도가 증가한다.

02:따라서 수십 km 지하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03:철이 녹은 온도는 1기압 하에서 약 1570
o

C 이므로

04:깊은 곳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녹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08:지구 내부의 높은 열에 의하여 지구의 구성 물질이 녹은 것을 마그마라고 하는데,

Table 1. The elements of the Register and the focus of analysis

Contextual meaning in register Analyzed elements Focus of analysis

Textual meaning
Theme/Rheme Development of texts

Lexical density Ratio of content carrying words

Interpersonal meaning
Mood Ratio of mood types

Modality Existence of modal expression 

Ideational meaning
Transitivity Ratio of participant and verb process types

Logical relation Ratio of logical rel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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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 절의 설명부에 제시된 여러 개의 요소들을

뒷 절의 주제부에 다시 등장시켜 이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다중 설명부 구조(Multiple-Rheme structure,

Eggins, 2004)가 있다.

• 다중 설명부 구조(Multiple-Rheme structure)

01: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02: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하거나 지표 가까운 곳에서 굳은 암석이고,

03: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굳은 암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부와 설명부의 특징적인

전개 형태를 참고하여 각 학교급별로 글의 전개 구

조에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장 안에서 얼

마나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휘 밀도(lex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어휘 밀도는

내용을 나타내는 어휘의 전체 개수를 절 또는 문장

의 전체 개수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휘

밀도가 높은 글일수록 독자가 내용 이해를 위해 해

석해야하는 어휘의 개수가 많아져 인지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Fang, 2005). 이 연구에서는 각 학교급

별로 해당 단원의 전체 내용 어휘의 개수를 전체 문

장의 개수로 나누어 어휘 밀도를 산출하고, 이를 비

교하여 학교급별로 글의 어휘 밀도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내용 어휘(content carrying

words)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의미하고, 비내

용 어휘(non-content carrying words)는 전치사, 접속

사, 조동사, 대명사를 의미한다(Eggins, 2004). 국문법

의 상황에 맞게 이 연구에서는 조사와 대명사를 제

외한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를 내용 어휘로 판단하여 어휘 밀도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어휘 밀도를 계산한 예는 다음

과 같다.

• 온도가 내려가면 광물들이 일정한 순서로 정출되

면서 결정 작용이 일어난다. 고온의 마그마가 냉각되

면 용융점이 높은 광물부터 차례로 정출된다.

※ 밑줄: 내용 어휘

→어휘 밀도=17 (전체 내용 어휘 개수)÷2 (전체 문장

개수)=8.5

상호 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글에는 저자와 독자 간의 사회적인 지위 관계와

정서적인 관계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전달되는 내

용에 대한 저자의 태도나 자세 등이 나타난다(맹승호,

2008; 이정아 외, 2007; Eggins, 2004; Schleppegrell,

2004). 이러한 글의 상호 관계적인 의미는 먼저 서법

(mood)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저자의 역할이

정보나 활동을 제공하느냐 또는 요구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서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글에서 일반적

으로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평서형

으로 진술되고,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의문형으로 진

술된다. 또한 저자가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문

형으로 진술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령형이나 청

유형으로 진술된다(Eggins, 2004). 과학 교과서의 경

우는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전문가인 저자가 초심자

인 독자에게 주로 전달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평서형

문장은 독자가 진술된 내용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반면 의문형이나 청유형 문장은 독자가 지식 구성

활동에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특히 우리말의

경우 서법의 선택과 더불어 경어와 평어가 선택적으

로 사용되어, 이를 통해 저자와 독자와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일까요?’, ‘~합시

다’와 같은 경어가 사용된 경우는 저자와 독자가 수

평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다’, ‘~일까?’, ‘~하자’

와 같은 평어가 사용된 경우는 저자와 독자가 수직

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정아

외,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문장의 서법

형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경어와 평어의 사

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과학 교과서

저자와 독자의 관계적인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진술 내용에 대한 저자의 판단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양태성(mod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태성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probability),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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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usuality), 의무성(obligation)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일

수 있다’와 같은 양태 동사(modal verb)와 ‘확실히’,

‘아마도’, ‘어쩌면’과 같은 양태 부사(modal adverb)를

활용하여 저자가 진술 내용에 대한 판단과 태도를

조절할 때 사용된다(Eggins, 2004; 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예를 들어 ‘이것은 화산이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저자가 진술 내용에 대해 단정적이

고 확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화산

일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다소 비단정적

이고 불확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양태성 표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과학 교과서에서 전달되고 있는 내

용에 대한 저자의 판단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내용과 논리 관계의 의미(Ideational meaning)

글을 통해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

기 위해서 변이성(transitiv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

이성이란 인간의 경험이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 속에

반영된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에서 나타내고 있

는 변이성을 분석하면 역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

에서의 경험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맹승호, 2008;

Eggins, 2004; 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변이

성 분석은 주로 각 절(clause)의 구성 요소인 참여자

(participant), 술어(verb process), 상황부(circumstance)

의 유형과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조합된 형태를 분석

하여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 내용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01 문장은 ‘화산’이라는 사물 참

여자와 ‘분출한다’라는 현상적 술어를 사용하여 화산

이 분출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달

하고 있다. 반면, 02 문장은 ‘화산이 분출한 것’, ‘용

암’이라는 두 사물 참여자간에 관계적 술어를 사용함

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1:화산이 분출한다. (사물참여자+현상적술어)

02:화산이 분출한 것을 용암이라고 한다. (사물참

여자1+사물참여자2+관계적술어)

※ 밑줄: 참여자, 볼드체: 술어

이 연구에서는 변이성 분석을 통해 학교급간 유의

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참여자와 술어의 조합이 있는

지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절과 절 사이의 논리 관계(logical 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리 관계는 크게 부가적 관계

(addition relation), 비교적 관계(comparison relation),

시간적 관계(time relation), 귀결적 관계(consequence

relation)로 구분된다. 부가적 관계는 뒷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에 단순히 첨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비

교적 관계는 뒷 절의 내용이 앞 절과 유사 관계나

대립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간적 관계는

인접한 절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

미하고, 귀결적 관계는 인접한 절 사이의 관계가 인

과적(cause), 수단적(means), 목적적(purpose), 조건적

(condition)일 때의 논리 관계를 의미한다(Martin and

Rose, 2003).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절 사이의 논리

관계의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급간에 특정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유문암질 용암은 점성이 크다. 또 유문암질 용암

은 휘발 성분이 많다. (부가적 관계)

•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를 별로 입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비교적 관계)

•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그 후,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 (시간적 관계)

•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

러므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귀결

적 관계)

연구 결과

텍스트 구성적 의미: 주제부/설명부 분석

학교급 별로 과학 교과서 글의 주제부와 설명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제부 반복, 앞 절의 설명부와 뒷 절의 주제부 연

결, 새로운 주제부와 설명부의 출현 등 비교적 단순

한 글의 전개 구조가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글의 구조는 중ㆍ고등학교의 과학 교과

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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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부 반복]

01: 화산이 분출할 때에는

02: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봅시다.

03: 화산은 우리에게 이로움도 줍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 초등학교 과학5-2, p. 39-40)

[앞 절의 설명부와 뒷 절의 주제부 연결]

01: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뚫고 나온 것을 용암이라 합니다.

02: 용암이 굳으면

(교육 인적 자원부, 초등학교 과학5-2, p. 36)

[새로운 주제부와 설명부의 출현]

01: 화산이 분출할 때에는

02: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03: 실제 화산이 분출하는 모양과 모형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봅시다.

(교육 인적 자원부, 초등학교 과학5-2, p. 32)

※ 볼드체: 주제부, 점선 화살표: 주제부 반복, 직선 화살표: 설명부와 주제부가 연계된 부분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공통적인

구조 이외에 앞의 절들의 내용을 대명사나 명사구

등으로 요약하고, 이를 활용해 이후 논의를 전개해나

가는 구조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계시켜나가기 위해서 활용되는 구조로,

이전에 진술된 내용을 이후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이 제한될 경우에 나타난다(Fang and Schleppegrell,

2008; Unsworth, 2001).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글을 읽을 때 요약된 내용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만 전체 글의 내용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있다.

[앞 절의 내용을 대명사로 요약]

01: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다에서는 해구와 해령 부근이고,

02: 육지에서는 습곡 산맥 부근이다.

03: 이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판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A출판사, 고등학교 과학, p. 257)

[앞 절의 내용을 명사구로 요약]

01: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고, 

02: 현무암은 어두운 색을 띤다.

(중략)

05: 이와 같이 화성암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은 암석 속에 포함된 어두운 색 광물과 밝은 색 광물

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C출판사, 중학교 과학1, p. 52)

※ 볼드체: 주제부, 점선 네모: 요약되는 부분, 직선 화살표: 요약 어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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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ㆍ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경우 앞 절에서

진술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후 절에서도 연계가 되는

지그재그 구조(Zig-Zag structure)가 많이 나타났다.

지그재그 구조는 앞 절의 설명부가 뒷 절의 주제부

로 연결되는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로서

(Eggins, 2004; Fang and Schleppegrell, 2008), 중ㆍ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글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의 글보다 앞 뒤 내용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술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

조를 포함하는 글을 읽을 때 연계 되어 있는 이전

개념을 이해해야만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에서 학습자가

‘판’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전에 설명된 ‘암석

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그재그 구조]

01: 지각과 맨틀의 최상부를 합하여 암석권이라고 한다.

02: 암석권은 두께가 약 100 km인 단단한 강체이며,

03: 그 아래에 비교적 부드러운 연약권이 있다.

04: 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판이며,

05: 판은 대류하는 연약권 위에 떠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C출판사, 고등학교 과학, p. 242)

※ 볼드체: 주제부, 직선 화살표: 주제부와 설명부가 연계된 부분, 점선 화살표: 주제부 반복

지구과학I과 지구과학II 교과서의 경우, 더 복잡하

고 복합적인 글의 전개 구조가 많이 나타났다. 아래

예의 경우는 여러 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새로운 과학 용어인 ‘칼데라’

와 관계 짓고 있으며,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칼데라’

라는 과학 용어를 이후 논의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구조로부터 파

생된 과학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약되기 이전에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한다. 다시 말해, ‘칼데라’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화산이 분출한 후에 화산체의 하부가 식으

면서 정상부분이 함몰되어 생긴 커다란 분지’라는 이

전 설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앞 절의 내용 요약 → 과학 용어와 관계 짓기 → 과학 용어 반복]

01: 화산이 분출한 후에

02: 화산체의 하부가 식으면서

03: 정상부분이 함몰되어

04: 커다란 분지가 생기기도 하는데,

05: 이를 칼데라라고 한다.

06: 칼데라에 물이 괴어 생긴 호수를 칼데라 호라고 한다.

(C출판사, 지구과학I, p. 82)

※ 볼드체: 주제부, 점선 네모: 요약되는 부분, 직선 화살표: 요약 어구의 연결, 점선 화살표: 용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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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의 경우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주로 나타났던

지그재그 구조에 다중 설명부 구조가 결합된 복합적

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가

포함된 글은 보통 길이가 길어지고 구성이 복잡해져

서 학습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전체 논의의 흐름

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그재그 구조+다중 설명부 구조]

01: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이나 구멍을 따라 지표로 분출되는 것을 화산활동이라고

한다.

02: 화산 활동에 수반하여 지표 위로 분출하는 물질들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며

03: 이들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04: 화산 분출물은 주로 용암ㆍ화산 쇄설물ㆍ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5: 가스는 대체로 수증기로

(중략)

11: 화산 쇄설물은 화산 폭발시 방출되는 암석편으로

(중략)

14: 용암은 화산 분출시 액상으로 분출하는 것으로

(A출판사, 지구과학II, p. 60-61)

※ 볼드체: 주제부, 직선 화살표: 지그재그 구조, 점선 화살표: 다중 설명부 구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서는 단순했던 글의 전개 구조가 중ㆍ고등학교 교과

서에서 연계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복잡해지며, 특히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한 구

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스트 구성적 의미: 어휘 밀도 분석

학교급별로 과학 교과서의 어휘 밀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Fig. 1). A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

서 텍스트가 특이하게 어휘 밀도가 14.1로 높게 나타

난 것을 제외하면, 연구 자료의 교과서 텍스트에서

어휘 밀도는 초등이 7.1, 중등이 8.2, 10.7, 그리고 고

등학교 교과서에 10-15 정도로 모두 상급 학교급으

로 갈수록 어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즉, 상급 학교급으로 갈수록 한 문장 안에 내용

을 전달하는 어휘의 수가 더 증가한다. 이는 학습자

Fig. 1. Lexical density of the texts in science textbooks as to the level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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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휘

를 해석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휘 밀도가 높

은 글을 읽는 것이 학습자에게는 인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Fang, 2005). 과학 교과서의 글의 어휘

밀도 증가는 학습해야 할 과학 개념의 증가 및 학교

급에 따른 학생들의 인지 수준의 발달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는 앞서 논의된 주제부/설명부 구조에 기반한 텍스트

구성의 복잡함과 과학 용어의 난이도 상승과 더불어

과학 교과서의 이러한 어휘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도

과학 글 이해에 어려움과 생소함을 인식할 수 있다.

상호 관계적 의미: 서법 분석

학교급별로 분석 단원에 포함된 전체 문장의 서법

유형을 확인한 후, 각 서법의 개수를 전체 문장의 개

수로 나누어서 서법 비율을 산출하였다. A 출판사

과학 교과서의 서법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

등학교 교과서에서 평서형 문장이 57.9%, 의문형과

청유형 문장이 21.1%인데 비해 이후 중학교와 고등

학교 교과서에서는 평서형 문장이 92% 이상이었고,

청유형 문장은 8% 이하였으며, 의문형과 명령형 문

장은 제시되지 않았다(Fig. 2). B 출판사, C 출판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세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에 서법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서형

문장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급

격히 증가하며, 반면에 의문형과 청유형 문장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서법의

특징은 중학교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전문가인 저자가 초심

자인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학 교과서의 맥락을 고려

했을 때, 평서형 문장의 경우 서술된 과학 지식에 대

하여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수동적으

로 수용해야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반면, 의문형이

나 청유형 문장은 독자가 지식 구성 활동에 호기심

을 갖게 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이정아 외, 2007). 다시 말해 초등학교의

과학 교과서를 읽는 학습자는 제시된 정보를 일방적

으로 수용한다는 느낌 이외에 직접 과학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

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경우는 평서형으로 진술된

문장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가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매우

제한된다.

또한 학교급별로 과학 교과서의 경어와 평어의 사

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각

서법에 모두 경어가 포함되어 진술되고 있으나, 중학

교, 고등학교, 지구과학 I, 지구과학II 교과서에서는

모두 평어로만 진술되고 있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 평서형: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경어)

• 청유형: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봅시

다. (경어)

• 의문형: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어)

Fig. 2. The ratio of mood types of texts in science textbooks as to the level of schools (Publish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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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학 교과서]

• 평서형: 지하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서 만들어진 암석이나 화산 활동으로 흘러나온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

다. (평어)

• 청유형: 여러 종류의 화성암을 관찰하여 그 특징

을 비교해보자. (평어)

• 의문형: 암석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까닭

은 무엇일까? (평어)

글에서 경어로 문장이 진술될 경우 독자는 저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하여 친숙함을 느

끼게 되고, 평어로 문장이 진술될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하여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이정아 외, 2007).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하는 학생이 과학 교과서를 학습할 때 저자와의 관

계 변화로 인해 생소함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법의 비율 변화와 경어와 평어 사용의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과

학 교과서를 학습할 때 저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

해 과학 교과서의 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 관계적 의미: 양태성 분석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과학 내용에 대한 저자

의 판단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양태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학교급의 과학 교과서에서

대부분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글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진술된 과학 교과

서의 문장]

• 화산이 분출할 때에는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 우리 나라의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 호이다. (중

학교)

• 진원의 깊이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감에 따라

깊어진다. (고등학교)

• 지구 내부는 지하로 100 m 들어갈 때마다 약

3
o

C씩 온도가 증가한다. (지구과학I)

• 용암은 화산 분출시 액상으로 분출하는 것으로

SiO2 성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도가 커진다.

(지구과학II)

위 사례에서 보듯이 양태 동사나 양태 부사를 활

용하지 않고 ‘나옵니다’, ‘-이다’, ‘깊어진다’, ‘증가한

다’, ‘커진다’와 같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주로 글을 진술하고 있었다. 이는 과학 교과서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초심자가 배워야하는 객관적인 지식

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적은 경우이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

교급의 교과서에는 다소 비단정적이고 불확정적인 표

현으로 진술된 문장이 나타났다.

[비단정적이고 불확정적인 표현으로 진술된 과학

교과서의 문장]

• 또한, 화산대와 지진대는 서로 겹치거나 가깝게

분포하므로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고 지각 변동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구과학I)

• 각 마그마는 식어서 화학 조성이 다른 화성암을

만든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구과학II)

위와 같이 ‘생각된다’, ‘-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

하고 있다’와 같은 양태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

자가 진술 내용에 대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태도를

유보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상급 학교급에서 다

루고 있는 과학 지식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에는 복

잡하고 잠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글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내용과 논리 관계의 의미: 변이성 분석

학교급별 과학 교과서 글의 변이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가 ‘사물 참여자’이고 술어부가 ‘관계적

술어(relational process)’인 절의 비율이 초등학교 교

과서에서는 25%였는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23.3-

48.2%,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25.9-60.7%로 증가하

여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3). 이를 제외한 사물 참여자와 행위적 술어

의 조합, 인간 참여자와 관계적 술어의 조합 등은 학

교급별로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물 참

여자와 관계적 술어가 결합된 절은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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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낮은 유문암질 용암은 점성이 크다. (사

물의 속성)

• 지하에서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질을 마그마라고 한다. (사물의 정의)

※ 밑줄: 사물 참여자, 볼드체: 관계적 술어

학교급별로 이러한 사물 참여자와 관계적 술어가

결합된 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출판사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

습자는 사물의 속성과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과학

교과서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글은 이미 알고 있는 용어와 처음

등장하는 전문 용어 간에 새로운 관계를 주로 형성

한다(Fang and Schleppegrell, 2008; Halliday and

Martin, 1993). 위의 예에서 ‘지하에서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사물 참여자와 ‘마

그마’라고 하는 또 다른 사물 참여자를 관계적 술어

를 사용하여 연관시킴으로써 ‘지하에서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과 ‘마그마’는 동일한 것

이라고 규정한다. 학습자는 이후에 ‘마그마’라는 새롭

게 정의된 과학 용어가 글에 나타날 때마다 ‘마그마

=지하에서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이라는 관계를 떠올려야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물의 속성과 정의를 설명하는

이러한 구조의 절들이 상급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새롭게 구성되는

의미 관계를 계속해서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학습자에게 어려움과 생소함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과 논리 관계의 의미: 논리 관계 분석

학교급에 따른 과학 교과서 글의 논리 관계를 분

석한 결과, 부가적 관계가 초등학교 교과서 및 세 출

판사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57% 이상으로

제시되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s. 4-6). 하지

만 Figs. 4-6의 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급간에는 논리 관계의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논리 관계 측면에서는 학교급간에 따른

영향보다는 교과서 저자 개인의 저술 방식 또는 출

판사의 편집 스타일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가적 관계가 모든 학

교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

교과서의 글이 새로운 개념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설명이

서로 시간적, 인과적 관계로 결속되지 못한 체 단지

나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입장

에서는 이러한 부가적 관계의 비율이 높은 글을 읽

는 경우, 논리적인 관계로 글의 전후 내용을 연관시

키지 못하고, 각각을 병렬적으로 따로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과학 교과서 글에 나타나는 언어의 구조적인 특징

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학교급간에 상당

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텍스트 구성적 의미(Textual meaning) 측면에서는

상급 학교급으로 갈수록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글의

전개 구조가 나타났고, 어휘 밀도가 높은 압축적인 형

태의 글이 나타났다. 상호 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Fig. 3. The Clause ratio of ‘object participant & relational process’ as to the level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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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과학 교과서의 평서형 문장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유형과 의문형 문장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서법에서 경어가 모두 사라져

저자와 독자 간의 관계적인 변화가 인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급의 교과서에서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면서 과학 교과서에서 전달하고 있

는 내용이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지

Fig. 5. Ratio of logical relation types (Publisher B).

Fig. 4. Ratio of logical relation types (Publisher A).

Fig. 6. Ratio of logical relation types (Publish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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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급 학교급의 교과서에서는 일부 비단정적이고

불확정적인 표현이 나타나 과학의 잠정적인 측면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용과 논리 관계 의미

(Ideational meaning) 측면에서는 사물의 속성과 정의

를 나타내는 내용이 상급 학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 부가적인 논리 관계가 모든 학교

급의 교과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과학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와는 달리,

과학의 초심자인 학생들은 과학 교과서 글의 위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 변화가 과학 학습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과학 교과서 글의 구조적인 모든 측면

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변화가 과학 개념 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학

생들이 인식하는 어려움과 생소함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생

들이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풍

부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 과학 교과서의 글에 익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교사가 학생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를 중재하는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언어의 구조적 측면에서 과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

다. 먼저, 과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과학 용어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 용어로 정의되기

전에 진술된 부분을 학생과 함께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요약된 대명사 또는 명사구를 과학 용어

와 관계 짓는 구조가 나타나는 절(clause)에서는 과학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과학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명사로 요약되기 이전에 진술된 내용을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학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과학 글

의 구조를 파악하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길고 복잡한 명사구로 압축되어 있는 글을 읽을 경

우, ‘풀어쓰기(unpacking)’ 활동을 통해서 글의 의미

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Fang and Schleppegrell,

2008). 예를 들어,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암

석의 탄성 한계를 넘어 급격한 변형을 일으키면서

생긴 충격파가 사방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와 같이 길고 복잡한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학생이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

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압축된 문장을

‘지구 내부에서 힘이 작용한다 → 이 힘이 암석의 탄

성 한계를 넘는다 → 그러면 급격한 변형이 일어난

다 → 이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한다 → 충격파가 사

방으로 전달된다 → 이를 지진이라고 한다’와 같이

의미 단위로 다시 풀어쓰는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 쓴 각각의 문장들의 의

미를 파악하고, 다시 원래의 압축된 형태의 문장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압축된 과학 글의 의미와 구

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과학 교과서 글의 특징을 분석

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어려움과 생소함의 원인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탐색해보는 연구였기 때문에, 연

구 결과에서 제시된 언어적인 특징들과 학생들의 인

식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

된다. 즉, 학생의 인지 능력, 과학 성취도, 교과서 텍

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 제시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과학 교과서에서 인식하는 어려

움과 생소함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화산과 지진’이라는 특정한 단원의

글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결과를 과학

교과서 전체 글의 특징이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

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학 글에 포함된

용어의 문제점 외에도, 과학 교과서의 글에 내포된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학교급간에 차이점이 존

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과학 학습에 언어적인 측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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