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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portions of STS content, components, topics, and types of the activities of 
STS content in the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e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centage of STS content included was 15.9% by the number of pages, 
and 13.5% by the lesson hour. By the components of the STS content, the proportion of ‘application of science’, 
‘science-technology and our life’ and ‘social problems and issues’ were large. Most STS topics were related to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nvironmental issue’, and the topics of ‘family and population’ 
and ‘human engineering’ were few. By the types of the activities, reading was the most, and investigation and 
writing were also fou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7th National Curri-
culum, the variety of components of the STS content increased, but the proportion of STS content and the variety 
of activities of STS content decreased in the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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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능한 과학자나 기술자의 양성에 목적을 둔 전

통적인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

라는새로운목표로전환되고있다(김미정, 2007; Co-
bern, 1996; Hurd, 1998). 과학적 소양은 현대 과학기
술 사회에서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과학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

력을 말한다(Hurd, 1998). 이러한 과학적 소양을 바
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근본적인 요소이며(Botero, 1997), 이는 학
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

로 사회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집단적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Yager & Akcay, 2007). 
이러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

으로 과학교육에서는 과학과 기술, 사회 간의 관계
를 인식하는 STS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김미정, 
2007; NRC, 1996; NSTA, 2007). 학생들은 수집된 과
학적증거를분석하고, 이를과학기술과관련된실생
활에서의 문제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야할뿐만아니라, 과학활동의방향이사회적가치
에의해결정되는경우가많음을이해할필요가있다

(NRC, 1996; deBettencourt, 2000). STS 교육은 학습
자 중심의 실생활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을통해 학

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과학), 인위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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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술), 사회적 세계(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
록한다. 특히, 학생들이지역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
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인 또는 집단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써(Akcay & Yager, 2010),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게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Zeidler et al., 2009).
우리나라에서도 5차 교육과정(문교부, 1987)에서

부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STS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6차 교육과
정(교육부, 1993)에서는 STS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와 목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목표를 추가하여 STS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교육
부, 1997). 2007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8)
에서도 이전의 교육과정과 같이 STS 교육을 강조하
면서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을 일상생활이나 사

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통해 창의적

이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

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
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초등과학교수학습과정에서교사들은과학

교과서를중심으로수업을계획하고수행하는등교

과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
경희와 김숙진, 1996; Weiss et al., 2001).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

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없어 과학 수업의 범위와 내

용이 주로 교과서를 통해 결정되는 경향이 더클 수

있다(임희준 등, 2009). 실제로 초등 교사들은 과학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거나 대변하는 것으

로 생각하여, 수업 목표나 내용, 방법 및 평가의 모
든측면에서교과서와교사용지도서를그대로답습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극
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영순, 2004; 
곽영순과 이규호, 2004). 이는 교과서를 분석함으로
써 교육과정 상의 목표가 실제 교실 상황에서 실현

되고 있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정보를 얻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학 교과
서의 STS 내용 반영 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STS 교
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서의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STS 내용 반영 수준
을 분석하기 위해 STS 내용의 비중, 구성 요소, 주
제 유형, 활동 유형을 분석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총 8권의과학교
과서를분석하였다. 실험관찰교과서는학습자가과
학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수행할 때 활용할수 있

는 학습장 형태로 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방법

1) STS 내용의 비중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STS 내용의 비중을 분
석하기 위해 Yager(1984, 1989)가 제시한 ‘교육과정
필수 구성 요소 8가지’를 기준으로 NSTA(2007)에
서 제시한 STS 교육의 특징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한 내용 선정 기준(표 1)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내용
선정 기준에서는 Yager(1984, 1989)가 제시한 구성
요소인 ‘지역 사회와의 연관성’에 과학기술이 개인
과 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켜 ‘과학기
술과 우리의 삶’ 요소로 새롭게 범주화하였다. 또
한, ‘실제문제에 대한 협동 작업’ 요소에는 학생들
에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정보 획득과 이용
에 관한 평가’ 요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교과서의 전체 쪽수 및 수업 시수에 대해 STS 내

용이 포함된 쪽수와 수업 시수의 비율을 학년별, 영
역별(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로 분
석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때, 이전 교육과정
에 의한 교과서의 STS 내용 분석 결과와 직접 비교
하기 위해 세부적인 분석은 선행 연구(고한중 등, 
2002; 김기명, 2005; 백남권, 1999; 신경애, 2005)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쪽수에서 목차나 대단원
소개, 부록 등은 제외하였고, STS 내용이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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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S 내용의 선정 기준

구성 요소 포함 내용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

․개인의 관심사나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건에 대해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 조사 및 연구

․과학 기술이 개인 또는 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과학의 응용성
․과학을 응용한 결과로서의 기술, 과학과 기술의 상호 작용
․기술의 이해를 통한 순수 과학의 이해

사회적 문제의 반영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논쟁거리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위한 연습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략의 연습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진로에 대한 안내

실제문제에 대한 협동

작업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 작업, 윤리나 가치의 차원을 고려한 토의, 타협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과학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려(과학기술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철학적 차원 등)

정보 획득과 이용에 관한

평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 이용, 평가하는 기회의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원(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된 경우에도 한 쪽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으며, 수
업 시수는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그대로 따랐다. 
읽기자료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차시로 구분하지 않

고 있으므로 쪽수 분석에는 포함시켰으나, 수업 시
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STS 내용의 각 구
성 요소별 빈도를 학년별로 분석하여 백분율로 제

시하였다. 

2) STS 내용의 주제 영역

STS 내용의 주제 영역은 Piel(1981)이 제시한 STS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 영역을 기준으로, 

표 2. STS 주제 영역 분석 기준

주제 영역 포함 내용

에너지 에너지 자원, 에너지 문제,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보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

가족과 인구 식량 생산과 분배, 가족계획, 인구 과잉의 영향, 인구 문제

개인 및 공동체 건강 개인 및 공동체와 관련된 질병, 정신적 건강, 안전

인간공학 낙태, 장기이식, 클로닝, 유전공학, 행동수정, 안락사, 유전 상담, 인간공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환경문제
개인이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소(과도한 산업화, 화학물질의 사용
등), 환경문제의 개선

천연자원의 이용 천연자원에 관한 지식, 천연자원의 소비와 그 영향, 천연자원의 절약, 과학기술이 천연자원 소비에 미치
는 영향

우주개발과 국방
우주 기술과 관련 연구에 대한 지식, 우주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우주 기술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생적 효과 등), 우주와 군사 연구문제, 핵무기와 핵폐기물

과학의 사회학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과학과 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의 영향

과학기술 발달의 영향 과학기술 발달의 혜택과 한계, 과학기술이 활용된 소비재와 관련된 의사결정, 통신 시스템, 컴퓨터, 로봇
공학 등에 의한 인간 능력의 확장, 일상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Kumar & Berlin(1998)이 미국의 각 주별 교육과정에
서 나타난 STS 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주제 영역 분석 기준(표 2)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iel(1981)의 기준에서 제
시된 ‘인간’ 주제 영역을 ‘가족과 인구’로 확장하여
인구와 식량문제뿐 아니라 가족계획과 관련된 내용

을 포함시켰고, ‘개인 및 공동체 건강’ 주제 영역을
추가하여 개인 및 공동체와 관련된 질병, 정신적 건
강, 안전 등을 분석하였다. STS 내용의 주제 영역은
기준에 따라 학년별로 빈도를 분석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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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S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

STS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
한 준거는 영국의 대표적인 STS 프로그램인 SATIS
에 제시된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고한중 등(2002), 
백남권(1999), 신경애(2005) 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
준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① 읽
기, ② 토론, ③ 설계 제작, ④ 정보 해석, ⑤ 실험관
찰, ⑥ 역할놀이, ⑦ 현장 견학, ⑧ 게임, ⑨ 조사 활
동, ⑩ 문제 해결, ⑪ 글쓰기의 11개 기준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제시
되지 않았으나,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교육과
학기술부, 2008)에서 강조되고 있는 글쓰기를 활동
유형에 추가하였다. 이때, 하나의 STS 내용이 두 가
지 이상의 활동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시된 모든 활동 유형의 빈도를 구하였다.
내용의 선정 기준, 분석 기준 및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2인, 현직
교사 5인,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 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모든 분석 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수차

례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자 2인이
공동으로 교과서의 STS 내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STS 내용의 구성 요소, 주제 영역, 교수학습 활동
유형 분석은 연구자 2인이 분석 기준에 따라 각자
분석하고 비교하여 분석자간 일치도가 90%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 뒤, 연구자 1인이 모든 자료
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STS 내용의 비중 분석

1) 교과서 쪽수에 따른 비중 분석

STS 내용의 비중을 쪽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표 3. STS 내용의 학년별, 영역별 쪽수 (단위: 쪽)

학년
영역

계(%) 전체 쪽수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3 13 16  9  5  43(16.2)  266

4 11  5  8 11  35(13.2)  266

5 12  24  5  41(14.3)  286

6 14 25 12  6  57(19.9)  286

계(%) 50(16.4) 46(16.8) 53(18.5) 27(10.4) 176(15.9) 1,104

전체 쪽수 304 274 286 260

3), STS 내용은 전 학년의 내용 중 15.9%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 의
한 교과서에서 STS 내용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인
13.3%(김기명, 2005), 6.5%(백남권, 1999)보다 높지
만,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인 26.0%
(고한중 등, 2002), 25.0%(김기명, 2005)보다 낮다. 
영역별로는운동과에너지(16.4%), 물질(16.8%), 생

명(18.5%) 영역의비중이유사하였으나, 지구와우주
(10.4%) 영역이 상대적으로 STS 내용의 비중이 낮
았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를 분석한 고한중
등(2002)과 김기명(2005)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영역
과 물질 영역에 포함된 STS 내용의 비중이 다른 영
역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
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STS 내용의 비중이 영역별
로 균형 있게 맞춰진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별로 STS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던 학년의 물질 영역의 경우, 3학년 ‘물체와 물
질’, ‘혼합물 분리’ 단원에서 물질이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6
학년 ‘산과 염기’ 단원에서는 산성비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다루었고, ‘연소와 소화’ 단원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생명 영역은 5학년
‘작은 생물’과 ‘우리 몸’ 단원에서 보건과 건강에 관
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지구와 우주 영역에서는 4
학년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주변에서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운석과 관련된 과

학기술을 소개하였다.  
학년별로는 6학년(19.9%)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

으며, 4학년(13.2%)에서 비교적 낮았다.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고한중 등, 
2002; 김기명, 2005; 신경애, 2005)와 마찬가지로 6
학년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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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 비해 학년별로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2) 수업 시수에 따른 비중 분석

STS 내용의 비중을 수업 시수에 따라 분석한 결
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STS 내용이 포함된 수업
시수의 비중은 전체 수업 시수 중 13.5%로 나타났
다. 이는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4.0%)와 비슷하지만(신경애, 2005), 7차 교육과정
에 의한 교과서의 STS 내용의 비중을 분석한 고한
중 등(2002)과 신경애(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STS 
내용의 비중이 각각 40%, 35.7%였던 것에 비해 낮
은 결과이다. 즉, 쪽수에 따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
지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STS 내용
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읽기자료로 제시된 STS 내용을 수업 시수 분
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비중이 더 낮아진 것이

며,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읽기자료는
교사의 교수 전략에 따라 수업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제 수업에서의 비중은 분석 결과보
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TS 내용의비중을각영역별로살펴보면생명영
역에서의비중이약간높았지만, 네영역에서의비중
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7.2%)의 비
중이 비교적 낮게, 5학년(15.5%)과 6학년(20.2%)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수로 분석했
을 때 학년별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던 결과와 차이

가 있었는데, 이는 4학년 교과서에서는 STS 내용이
주로 읽기자료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STS 내용의 구성 요소 분석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의 구성 요소별 예는
표 5에, STS 내용의 구성 요소별 비중을 분석한 결
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과학의 응용성’(28.8%),

표 4. STS 내용의 학년별, 영역별 수업 시수 (단위: 차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계(%) 전체 수업 시수

3 2 5  2 9(11.0) 82

4 2 1  3  6( 7.2) 83

5 3  7 3 13(15.5) 84

6 4 5 6 2 17(20.2) 84

계(%) 11(12.9) 11(13.3) 13(15.5) 10(12.3) 45(13.5) 333

전체 수업 시수 85 83 84 81

‘사회적 문제의 반영’(25.0%),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22.1%) 요소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실제문
제에 대한 협동 작업’, ‘과학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
식’ 등의 요소는 거의 없었다. ‘실제문제에 대한 협
동 작업’ 요소에서는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6차와 7
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에서 ‘과학의 응용성’, 
‘사회적문제의 반영’ 요소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김기명, 2005; 
백남권, 1999; 신경애, 2005)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
존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지
역사회와의 연관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과 우리의 삶’ 요소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거의
없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에
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교과서에서도 지
역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내

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위한 연습’, ‘과학기술과 관
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 요소의 비율이 7차 교육과
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
업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과정에서
는 학년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 탐구 등을 통해 과학 분야의 적성을 발굴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한 2007 개
정 교육과정의 성격(교육과학기술부, 2008)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관련
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므

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STS 내용의 비중이 증가
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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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의 구성 요소별 예

구성 요소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 A1
생활에서 자석의 이용(3학년), 단위 사용(3학년), 용수철의 여러 쓰임새(4학년), 
물체의 속력과 우리 생활(5학년), 지역 토양의 산도 측정(6학년) 등

과학의 응용성 A2 탄소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3학년), 인공 강우(4학년), 화성 탐사 로봇(4학년), 
골격구조와 로봇 팔(5학년), 첨단 기상 관측기구(6학년), 기체 검지관(6학년) 등

사회적 문제의 반영 A3
멸종 위기의 동물(3학년), 소중한 흙 지키기(4학년), 녹색도시 만들기(5학년), 어린이 비만과
예방(5학년),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는 법(6학년),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6학년) 등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위한 연습
A4 새로운 물질을 사용한 물체 만들기(3학년), 자연재해 피해 줄이기(4학년), 우주복에 필요한

장치 만들기(5학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고안하기(6학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
A5 기상청에서 하는 일(3학년), 만화 디자이너(3학년), 주택설계사(4학년), 

식물학자와 생태학자(5학년), 환경 과학자(6학년), 기상예보관(6학년) 등

실제문제에 대한 협동 작

업
A6 과학 광고지 만들기(6학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6학년) 등

과학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
A7 

정보 획득과 이용에 관한

평가
A8

날씨 정보 알아보기(3학년), 화석과 관련된 자료 수집하기(4학년),  우리 고장의 식물원 방
문하기(5학년), 산불 감식 보고서 작성하기 (6학년)

표 6. STS 내용의 구성 요소별 비중 빈도(%)

학년
구성 요소

계
A1 A2 A3 A4 A5 A6 A7 A8

3 12 7  3 1 3   1  27(26.0)

4  3 8  4 3 1   1  20(19.2)

5  4 6  7 3 3   1  24(23.1)

6  4 9 12 2 3 2  1  33(31.7)

계(%) 23(22.1) 30(28.8) 26(25.0) 9(8.7) 10(9.6) 2(1.9)  4(3.9) 104(100)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과 같이 여전히 포함
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준에서부

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로 STS 내용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주로 ‘과학의 응용성’ 요
소가, 생명 영역에서는 ‘사회적 문제의 반영’ 요소
가 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의 운동과 에너지 영
역에서는 과학을 응용한 여러 첨단 기술이 소개되

고 있고, 생명 영역에서 환경, 생태계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나타난 결과

로 볼 수 있다. 각 영역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시켜 STS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할 것이다.
학년별 특징을 살펴보면 3학년에서는 ‘과학기술

과 우리의 삶’ 요소가, 6학년의 경우 ‘사회적 문제의

반영’ 요소가많았다. 이는 3학년교과서에서자석과
액체, 부피 단위 측정 등의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었고, 6학년
의 경우 산성비와 생태계 보존 등과 같은 환경문제

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3. STS 내용의 주제 영역 분석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의 주제 영역별 예는
표 7에, STS 내용의주제영역별비중을분석한결과
는 표 8에제시하였다. 과학기술 발달의영향(41.3%)
에 관한 내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환경문제
(21.2%)에 관한 내용의 비율도 높았다. 과학기술 발
달의 영향에 관한 내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STS의
구성 요소 중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과 ‘과학의 응
용성’ 요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은 과
학기술을 응용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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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의 주제 영역별 예

주제 영역 교과서에 제시된 STS 내용

에너지 B1 전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5학년), 태양전지(6학년) 등

가족과 인구 B2 
개인 및 공동체 건강 B3 지진피해 대처법(4학년),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모기(5학년), 충치예방(6학년) 등

인간공학 B4 

환경문제 B5
환경을 지키기 위한 혼합물분리(3학년), 소중한 흙 지키기(4학년), 작은 생물을 이용한 유기 농법
(5학년),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알아보는 생태 게임(6학년), 환경오염(6학년),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6학년) 등

천연자원의 이용 B6 수자원 확보(4학년), 생태 지도 만들기(5학년) 등

우주개발과 국방 B7 화성 탐사로봇(4학년), 우주 탐사 계획(5학년) 등

과학의 사회학 B8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인 이유(3학년), 저울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4학년), 날씨 예보
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6학년) 등

과학기술 발달의 영향 B9
생활 속에 이용되는 진공(3학년), 동물의 생김새를 응용한 로봇(3학년), 무거운 무게를 재는 방법
(4학년), 인공 강우(4학년), 지문의 활용(5학년), 산소가 생활․산업․과학에 활용되는 예(6학년) 등

표 8. STS 내용의 주제 영역별 비중 빈도(%)

학년
주제 영역

계
B1 B2 B3 B4 B5 B6 B7 B8 B9

3      3   4 20  27(26.0)

4   2   1 3 2 2 10  20(19.2)

5 3  5   1 6 3 1  5  24(23.1)

6 3  2  17   3  8  33(31.7)

계(%) 6(5.8)  9(8.7)  22 (21.2) 9(8.7) 5(4.8) 10(9.6) 43(41.3) 104(100)

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분석
한 선행 연구(김기명, 2005; 신경애, 2005; 황경하, 
1996)의 결과와 유사하다. 
각 주제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

기술 발달의 영향 영역에서는 과학이 실생활에 적

용된 사례나 관련된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때, 기술은 과학이 응용된 것으로
주로 그려지고 있다. 즉, 과학이 기술에 미치는 영
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과 기

술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이 지닌 고유의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Van Eijck & Clazton, 2009). 
따라서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과학과 기술을 동등한 수준에서 다루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Lee, 2010). 또한, 과학기
술 발달의 영향에 관한 주제에 비해 정치적, 사회
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 등이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제의 빈도가 낮아, 과학기술 발달

에 따른 혜택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므로 과학기술 발달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을 함

께 다룸으로써, 과학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고, 과
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소를 탐색하기 위한

내용의 비중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6학년에 집중

되어 있었으며, 생명 영역의 ‘생태계와 환경’ 단원
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단원은 환경오염
과 생태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생태계 복원 프로
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학
년의 교과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타났으나, 주로 읽기 자료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
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년 전체에 걸쳐 좀
더 고르게 제시하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룸
으로써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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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가족과 인구, 
인간공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러한 주제들은 초등학생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내

용이므로 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화, 인구증
가, 식량문제, 유전공학 등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교과서에서 이와 관
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관련

된 사회․윤리적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 올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4. STS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 분석

STS 내용의교수학습활동유형을분석한결과(표
9), 읽기(64.0%)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읽기
외에도 조사활동(15.8%), 글쓰기(6.1%) 등의 활동이
나타났으며, 토론이나 정보해석, 실험관찰 등의 활
동은적었다. 특히, 2007 개정교육과정의학습지도
계획에서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

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교과서에서 토론 활동은 매

우 적었다.
이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가 자료를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 교과서 개발 방향과 구성 방침에 따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과학적 기초 소양

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구성이 달라져 다수의 STS 내용이 읽기자
료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STS 교육은 전통
적인 방식의 전달식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설득과

논쟁의 과정이 포함된 모의실험, 역할놀이, 문제 해
결, 토론 등과 같은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전략에 따

표 9. STS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별 비중 빈도(%)

학년
교수학습 활동 유형*

계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3 20  1 1     5  1 28(24.6)

4 16 1     1  2  2 22(19.3)

5 16 1 2    1  4  2 26(22.8)

6 21 1 1  2 1  1 7 2 2 38(33.3)

계(%) 73(64.0) 3(2.63) 4(3.51) 1(0.9) 2(1.75) 1(0.9) 2(1.8) 1(0.9) 18(15.8) 2(1.8) 7(6.1) 114(100)
* C1: 읽기, C2: 토론, C3: 설계 제작, C4: 정보 해석, C5: 실험 관찰, C6: 역할놀이, C7: 현장 견학, C8: 게임, C9: 조사 활동, C10: 문제
해결, C11: 글쓰기

라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derson, 1992). 따라서 읽기자료의 형태로 STS 내
용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 역할놀이, 조사
활동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더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한편,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에 비해 글쓰

기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 과학 내용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

점에 대한 과학 글쓰기를 강조(교육과학기술부, 
2008)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STS 내용의 비중, 구성 요소, 
주제 영역,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STS 
내용의 비중은 쪽수로는 전체의 15.9%, 수업 시수
로는 13.5%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영역별 비중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STS 내용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유사하게 ‘과학의 응용
성’, ‘사회적 문제의 반영’ 요소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위한 연습’, ‘과학기술과 관
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 요소의 비율은 이전 교육과
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주제 영역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발달의 영향과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가족과 인구나 인간공학 등의 주제는 제시
되지 않는 등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유사

하였다. STS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은 읽기 활
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조사활동, 글쓰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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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 비해 STS 내용
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구성 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서와 유사하게 STS 내용이 다양한 활동 유형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과학 교과서
개발 방향과 구성 방침에 따라 STS 내용의 상당수
가 읽기 자료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읽기자료로 제
시된 STS 내용은 교사가 수업 도입부에서는 동기
유발 자료로, 수업 후반부에서는 학습 정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읽기자료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 활용 수준에 큰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초등 교사들이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 교과서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구성 방식은 초
등 과학수업에서 STS 수업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낮
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STS 내용
이 보다 활용성이 높은 형태로 교과서에 제시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과학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STS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학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활용하
며 평가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전략에 기초한

교수학습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토론, 정보 해석, 역할
놀이,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STS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야 한다. 또한, 개발된 STS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연
수나 모임, 학회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실
질적으로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수학습 자료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STS 교수학습 자료와 그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
한 정보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반영할 때, 초등
과학교육에서 STS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최근에는 STS 교육에서 학생 개인의 도덕

적, 윤리적 신념이나 정서적,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학
생들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socio-
scientific issues)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Flower et al., 2009; Zeidler et 
al., 2009). 즉, 과학과 기술, 사회 간의 관계를 인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과학의 윤리적 측

면에 대한 인식, 도덕적 추론 능력, 정서적 측면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

고하고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adler,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현장에서 과학과 관련

된 사회적 문제를 이용한 수업은 아직 부족하며, 교
과서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정윤숙 등, 
2010). 따라서 앞으로 과학 수업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SSI 교수학습 자료와 교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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