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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천문 역 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  조직의 특징을 천문학  공간 개념 이해라는 

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2015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주’ 역 성취기 의 해당 단

원을 등학교 교과서에서 찾아 텍스트, 삽화, 탐구 활동을 심으로 귀납 으로 도출한 공간 개념 분석 

거에 따라 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정화를 수하고자 실생활과 연계된 찰 가능한 천체를 상으로 개념보다는 상 주로 내용을 

조직하 다. 그러나 찰과 상 주의 실생활과 연계된 천체 측 학습 내용이 등학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지  참여를 격려하기 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념에 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학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찰

한 상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과학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 가능한 공간 개념을 심으로 핵심 개념에 한 내용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등학교, 천문학, 공간 개념, 교과서, 이해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content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in the astronomical domain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astronomical spatial concept.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t unit of the achievement criteria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for the ‘space’ 

domain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in comparison with that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according 

to the spatial concept analysis criteria by texts, illustrations, and inquiry activities. As a result,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were found to be organized around phenomena rather than concepts, targeting observable 

celestial bodies linked to real life in order to optimize the amount of learning content. However, the learning 

contents of astronomical observation related to observation and phenomena-centered real life should stimulate the 

curiosity and imagi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ncourage their intellectual participation. Students 

need to be supported for understanding of the spatial concept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The 

content organization for core concept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transferable spatial concept rather than 

simply focusing on presenting results by accurately describing the phenomena observed by students through 

scientific practice in order for students to answer various question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scientif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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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신비로움과 설

렘에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과학 독서에 

심취하게 되는 등 과학 학습에 있어 천체 측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과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되어 왔다(신명렬, 이용

섭, 2011; 유은정, 2020; 조상호, 2008). 이처럼 ‘우

주’ 역은 학생들의 높은 심과 호기심, 낭만과 

꿈의 상이지만, 직  지각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임청환, 정진우, 1993; Subramaniam & Padalkar, 

2009) 천체의 상  운동과  운동 사이의 

상호 계를 이해하고 찰 결과를 해석하기 해

서는 높은 수 의 형식  사고를 요구하므로 가르

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역으로 

지 되어 왔다(김형욱 등, 2018; 명 옥, 2001; 이면

우, 장은숙; 2007; 이명제, 2016; 이정아 등, 2015).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부분의 등학생

들은 구체  조작기에 해당하는데(송욱, 김효남, 

2020), 형식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한 등학생들

에게 천문 분야를 어떻게 효과 으로 가르치고 배

울 것인가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진

행되어 왔다. 먼 ,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

게 천문 역에 한 학생  ( 비)교사의 개념, 

질문, 정신모형 등을 분석한 연구(맹승호, 이기 ; 

2018; 오 , 김유신, 2006; 정진우, 한신, 2010), 천

문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형욱 등, 

2018; 신명렬, 이용섭, 2011; 이지혜, 신동희, 2021), 

교과서 내용, 과학 용어  탐구 요소 등을 비교한 

연구(권계 , 박일수, 2010; 김경미 등, 2008; 윤은

정, 2019; 임성만, 2020)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들 연구에서 지 하는 공통 인 천문 역 

교수⋅학습의 문제 은 천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해서 요구되는 천문학  공간 개념에 한 고려

가 부족하다는 이다. 

공간 개념(spatial concept)은 공간 능력(spatial 

ability), 공간 감각(spatial sense), 공간  사고(spatial 

thinking) 등 학자에 따라 여러 용어로 사용될 뿐 아

니라 그 의미도 조 씩 다르지만(김희수 등, 2003; 

Del Grande, 1990; Linn & Petersen, 1985; McGee, 

1979;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여러 연구자

들은 공통 으로 공간 개념이 천문학 학습을 해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 교육

에서 공간  사고와 련된 국외 연구 흐름을 살펴

보면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Cole et al., 2018). 첫째, 비 재  연구

(nonintervential studies)로 학생들의 천문학  오개념

을 기술한 연구(Plummer et al., 2016; Sherrod & 

Wilhelm, 2009)와, 둘째, 재  연구(intervential 

studies)로 학생들의 천문학  오개념을 개선하기 

한 연구(Plummer et al., 2014; Plummer et al., 2011), 

마지막으로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 연구

로 천문학  상의 정확한 설명을 발달시키는 과

정을 제안하는 연구(Sneider et al., 2011; Plummer & 

Krajcik, 2010)가 이에 속한다. Rudmann (2002)는 천

문학  공간 개념을 에서 혹은 에서 보는 

과 3차원 공간에 통합 으로 천체의 이미지를 시각

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으며, Plummer (2014)는 

천문학  공간 사고를 지구에서 측하는 과 

우주에서 측하는 을 상호 환시킬 수 있는 

 환 사고로 정의하 다.

지구과학은 기본 으로 공간 데이터에 한 인

지 , 정신  조작을 필요로 하는 공간 과학(spatial 

science)이지만(Liben & Titus, 2012), 공간 개념과 

련된 교육은 과학 교실에서 간과되어 온 측면이 

크다(Mathewson, 1999). 특히 학습자의 공간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성장하

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등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공식 , 체계 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

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이는 천문 역 

교수⋅학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우려스

러운 일이다. 

최근 교육과정 개선 방향은 반복과 복을 피하

고 개별 지식을 나열하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사용

하여 이 가능한 이해 심의 교육과정의 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Erickson et al., 2017). 이에 따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내용 정

화의 의미와 목 을 새롭게 규정하고 단순한 양의 

축소에서 벗어나 소수의 핵심 개념을 심으로 교

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내용의 질  

정화를 이루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이는 것

과 함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

부, 2015). 

과학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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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된 교재로 교과 내용을 효율 으로 구성한 

과학 교수⋅학습에서 핵심 인 자원이다(Abraham 

et al., 1992; Tobin, 1990). 특히 타 교과서에 비해 과

학 교과서는 학습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과학  원리와 지식 체계에 한 학습 기회와 노출

이 상 으로 학교 과학 시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류지수, 문기, 2021). 특히 과학 교

과를 세부 공으로 교육받는 등 교사와는 달리 

등 교사의 경우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과학 교과에 한 교수 효능감은 상 으로 부족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의 등학교 과학 교과

서가 국정 체제인 만큼 1종 체계하에서 천문 역

을 학생들이 학습하거나 교사들이 가르칠 때 교과

서의 향력은 가히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교과서가 교사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 천문 

역 교수학습 자원으로서 교과서의 내용과 조직을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 

부담을 이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개선 을 찾는 것은 매우 한 일이라 여겨진

다. 최근 등학교 국정 교과서 체계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등학교 사회, 수학, 과학 과목 교과서

를 검정도서로 환하여 2022년부터 단계 으로 

장에 용할 정임을 교육부가 고시한바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9). 등 국정도서의 검정도

서로의 일부 환은 다양하고 창의 인 교과서 발

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

한 품질 향상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2년에 3∼4학년에 

용될 검정 교과서 심사  선정이 2021년 9월 재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에 5∼6학년에 용될 과학 

교과서 심사  선정이 2022년 9월까지 진행될 

정이다. 이러한 시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우

주 역의 개념 이해를 한 등학교 과학 교과서 

내용  조직의 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과서 선

정  개발에 기 인 자료를 제공해  것이다. 

과학을 처음 하는 등학생들의 경우, 배경지

식이나 인지 수 이 등학생에 비해 낮다는 을 

감안하여 등학교의 천문 역 교과서 내용과 조

직의 특징을 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하여 살펴보

는 것은 등학교 교과서를 거시  시각에서 분석

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을 학습하여 질  양

 정화를 구 하고 빅 아이디어 심의 개념의 

이를 강조한다. 한 나선형 교육과정과 달리 학

교 간의 내용 복을 최 한 여서 필요한 핵심 

개념 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 다. 다시 말해, 

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등학교에서 다시 반복

하여 배우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상  개념을 등

학교에서 학습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우주’ 역의 교

과서 내용과 조직의 특징을 천문학  공간 개념 이

해라는 에서 귀납 으로 도출된 분석 거에 

의거하여 질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는 등학교 ‘우주’ 역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하고 용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등학교 천문 역 학습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해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운동

과 에 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역과 

‘통합’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과학 역에 해

당하는 ‘지구와 우주’ 역은 등학교에서는 ‘지

표의 변화’,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지구의 

모습’, ‘태양계와 별’, ‘날씨와 우리 생활’, ‘지구와 

달의 운동’, ‘계 의 변화’라는 총 8개의 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구과학 역  천문 

역에 해당하는 ‘우주’ 역은 2015 과학과 교육과

정 내용 체계표(교육부, 2015)를 참조하면 등학교

의 경우 3∼4학년군의 ‘지구의 모습’과 5∼6학년군

의 ‘태양계와 별’, ‘지구와 달의 운동’, ‘계 의 변

화’ 단원이 이에 해당된다. 

연구 상 교과서는 등학교 ‘우주’ 역에 

해 본격 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등학교 5∼6학

년 과학 교과서로 한정하 다. 등학교 과학 5-1, 

5-2, 6-1, 6-2 국정 교과서 각 1권  ‘우주’ 역이 

포함되지 않은 과학 5-2 교과서를 제외한 총 3권을 

연구 상 교과서로 선정하고, 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조직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거시 인 시

각을 견지하기 해 등학교 교과서를 보조  자

료로 활용하 다. 보조  자료로 활용한 등학교 

교과서는 ‘우주’ 역의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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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지구과학Ⅰ, 지구과

학Ⅱ 교과서이다. 등학교 교과서 체계는 등과 달

리 검정 도서 체계이므로 그 종수가 다양한데, 학

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 으로 검정을 통과한 출

사의 교과서 에서 학교 장의 채택률이 높은 3종

의 교과서 비상교육(이하 A), 미래엔(이하 B), 천재교

육(이하 C)을 선택하여 참고 도서로 활용하 다.

2. 자료 분석 차

본 연구에서 등학교 5∼6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우주’ 역에 해당되는 내용  조직의 특

징을 천문학  공간 개념을 심으로 분석하기 

하여 자료 분석은 3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체 인 차

이 을 일정한 틀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거시 으

로 살펴보는 작업을 실시하 다. 이 과정에는 지구

과학교육 문가 3인이 참여하여 등학교 교과서

의 특징으로 발견한 요소들이 다른 연구자에게도 

공통 으로 발견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 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기본  특징을 정리하

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3인의 연구

자가 공통 으로 논의한 키워드를 심으로 교과

서 내용과 조직을 보다 세 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천문 역에 한 학생의 개념 이해를 

한 분석 목 을 논의하면서 공간 개념을 심으로 

분석의 방향을 수립하 고, 공간 개념에 한 여러 

분야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천문학  공간 개념

에 한 분석틀을 정립하 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3단계에서는 거시 인 측면과 미시 인 측면의 균

형을 잡고자 등학교 ‘우주’ 역을 기술한 교과

서를 참고하여 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조직의 특

징을 질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등학교 교과

서 분석 범 는 등학교 교과서의 본문에 해당하

는 ‘과학 탐구’의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에 한정하

여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하여 지구과학교육 문가와 등학교 과학교사 

3인에게 검토를 받아 보완하 다. 

3. 천문학  공간 개념 분석틀

천문학뿐만 아니라 수학  인지심리학 분야에

서도 공간 속 사물 사이의 계를 나타내기 하여 

Table 1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공간 개념(spatial 

concept), 공간 능력(spatial ability), 공간 감각(spatial 

sense), 공간 사고(spatial thinking)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며 하  범주로 나 어 그 개념을 구체화하

고 있다. 

그러나 김희수 등(2003)이 지 한 바와 같이 천

문학  공간 개념은 일반 인 공간 개념과 달리 시

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천체의 공간  상황이 계속 

변한다는 에서 수학이나 인지 심리학에서 사용

하는 일반 인 공간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에 김희수 등(2003)은 천문학  공간 개념을 공간 

치(spatial position), 공간 추리(spatial reasoning), 공

간 변화(spatial variation)로 세분화하고, 공간 치란 

찰자 치와 방향에 따른 천체의 형태를 악하

는 능력으로, 공간 추리는 3차원 공간의 구체  형

태나 구조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공간 변화는 시간

에 따른 천체의 치의 변화를 악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그러나 김희수 등(2003)의 천문학  공

간 개념은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해 공간 개념의 

요소를 조작 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

여 과학 교과서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 다. 이에 공간 치, 공간 추리, 공간 변화

에 한 각 범주를 보다 구체 인 하  범주로 나

어 정교한 분석틀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 에 이르 다. 이 과정에서 Newcombe & 

Shipley (2015)의 공간 능력 그물망(Newcombe- Shipley 

공간 능력(spatial abilities) 공간 개념(conception of space)

Lohman (1979) Linn & Petersen (1985) McGee (1979) Piaget & Inhelder (1956) 김희수 등(2003)

공간 방향화

(spatial orientation)

공간 지각

(Spatial sense)

공간 방향화

(spatial orientation)

상  

(topological),

공간 치

(spatial position)

공간 계

(spatial relation)

회

(mental rotation)
-

투  

(projective)

공간 추리

(spatial reasoning)

공간 시각화

(spatial visualization)

공간 시각화

(spatial visualization)

공간 시각화

(spatial visualization)

유클리드

(euclidean) 

공간 변화

(spatial variation)

Table 1.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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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y of spatial skills)의 개념을 교과서 분석틀을 

도출하는데 용할 수 있었다. Newcombe and 

Shipley(2015)의 공간 능력 그물망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는데 1) 본질 -정 (Intrinsic- 

Static), 2) 본질 -동 (Intrinsic-Dynamic), 3) 외재 - 

정 (Extrinsic-Dynamic), 4) 외재 -동 (Extrinsic- 

Dynamic)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본질 -정

(Intrinsic-Statistic)은 크기와 부분의 배열, 즉 구성

( : 개체를 범주의 구성원으로 식별하기 해)을 

포함하여 개체의 공간  특징을 코딩하는 것이고, 

둘째, 본질 -동 (Intrinsic-Dynamic)은 회 , 횡단

면, 기, 소성 변형을 포함한 물체의 공간 코딩을 

변환하는 것이며( :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기 

해), 셋째, 외재 -정 (Extrinsic-Static)은 다른 객체 

는 참조 임에 한 객체의 공간  치를 코

딩하는 것이며( : 환경을 구성하는 객체를 나타내

고 연속 이고 범주형 정보를 결합하기 해), 넷

째, 외재 -동 (Extrinsic-Dynamic)은 뷰어를 포함

하여 하나 이상의 객체가 움직일 때 객체의 상호 

계를 변환하는 것( : 탐색 에 세계의 안정

인 표 을 유지하고 원근감을 활성화하기 해)이

다(Newcombe & Shipley, 2015, p.182). 이에 연구자

들은 김희수 등(2003)의 천문학  공간 개념과 

Newcombe and Shipley(2015)의 공간 기능 그물망 

두 개의 분석틀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틀

을 귀납 으로 도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범주와 소범주 각각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공간 치는 상 천체의 치와 

방향을 표시하는데 있어 참조 임 유무에 따라 

본질 (I)과 외재 (E)으로 분류하 고, 둘째, 공간 

추리는 상 천체의 공간 상황을 바라보는 에 

따라 지구 (G)과 우주 (C)으로 분류하 으며, 셋

째, 공간 변화는 상 천체의 치, 방향, 모양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 유무에 따라 정 (S)과 동 (D)

으로 분류하 다. 를 들어 본질 -지구 -정

(I-G-S)은 상 천체의 치와 방향을 주변에 참조

할 만한 배경 없이 단독으로 지구  에서 고정

된 상태로 표시한 경우이며, 외재 -우주 -동

(E-C-D)은 상 천체의 치와 방향을 주변에 참조

할 만한 배경 임과 함께 우주  에서 시간

에 따른 움직임을 동 으로 표시한 경우이다. 

III. 연구 결과  논의

천문학  공간 개념 측면에서 분석한 등학교 

‘우주’ 역 교과서의 특징을 5-1의 ‘태양계와 별’,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 5-1 교과서

등학교 5∼6학년 3. 태양계와 별(pp. 48-71) 

우주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태양계는 태양, 

행성, 성 등 

다양한 천체로 

구성되어 있다.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 지원임

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

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향을 미칠까요?

- 태양계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별의 

특성과 

진화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존재하며, 

표면온도, 밝기 

등과 같은 물리량에 

따라 분류된다.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표

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 별과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

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을까요?

- 행성과 별은 어떤 이 다를까요?

Table 3. Content composition of the solar system and stars (5-1)

개념 범주 소범주 코드 정의 

천문학  공간 

개념 

(astronomical 

spatial concept)

공간 치

(spatial position)

본질 (Intrinsic) I 천체의 치와 방향을 참조 임 없이 상 천체만 표시 

외재 (Extrinsic) E 천체의 치와 방향을 참조 임과 함께 상 천체를 표시 

공간 추리

(spatial reasoning)

지구 (Global) G 보이는 천체의 공간 상황을 지구  에서 표시

우주 (Cosmic) C 보이는 천체의 공간 상황을 우주  에서 표시

공간 변화

(spatial variation)

정 (Static) S 시간에 따른 천체의 치, 방향, 모양 등의 변화를 정 으로 표시

동 (Dynamic) D 시간에 따른 천체의 치, 방향, 모양 등의 변화를 동 으로 표시

Table 2. Analysis framework of astronomical spatial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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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의 ‘지구와 달의 운동’, 6-2의 ‘계 의 변화’ 순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계와 별(5-1)

5-1에 학습하는 단원 ‘태양계와 별’(Table 3)은 

등학생들이 ‘우주’ 역에서 가장 먼  하는 

단원이다. 학생마다 배경 지식, 인지 능력, 읽기 능

력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천문학 단원을 

배우는 체 학교 에서 상 으로 낮은 인지 수

의 학생들일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2015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5-1

E-C-D 

태양계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

다.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의 

향을 받는 천체들 그리고 그 공

간을 말합니다. 태양계는 태양, 

행성, 성, 소행성, 혜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태양계 구성원  

행성의 특징을 조사해 시다.

태양계 행성의 특징 조사하기

- 무엇이 필요할까요?

  태양계를 다룬 책, 스마트 기기

- 어떻게 할까요?

1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에는 무엇

이 있는지 알아 시다. 

2 태양계 행성  하나를 골라 행성

의 색깔, 표면의 상태, 고리, 그 밖

의 특징을 조사해 시다. ( 략) 

(pp.54∼55) 

I-無-S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태양계 행성 에서 가장 작은 

것은 수성이고, 가장 큰 것은 목

성입니다.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은 성입니다. 수

성, 성, 지구, 화성은 상 으

로 크기가 작은 행성에 속하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상

으로 크기가 큰 행성에 속

합니다.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하기

(pp.56, 57) 

I-無-S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태양계 행성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고, 태양

에서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입

니다. 수성, 성, 지구, 화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비

하면 상 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 인 거

리 비교하기

(pp.58∼59)

학교

과학 2
I-C-D 

행성의 분류

태양계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수

성, 성, 지구, 화성, 목성, 토

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치

하며, 태양 주 를 공 한다. 지

구의 공  궤도를 기 으로 안

쪽에서 공 하는 수성과 성을 

내행성, 바깥쪽에서 공 하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

성을 외행성이라고 한다.

태양계 행성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

을까?

(교과서 B, pp.104∼105)

Table 4.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the planets of the solar system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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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1에 배우는 ‘태양계와 별’ 단원은 서로 

다른 2개의 핵심 개념인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별의 특성과 진화’를 하나의 단원에 구성하여, 

단원 1개에 핵심 개념 2개가 공존하여 교사와 학

생 모두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내용을 유기 으

로 연결시키는데 제한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핵심 개념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은 등

학교 ‘우주’ 역을 배우는 5-1, 6-1, 6-2의 세 학기

에 걸쳐 계속 심화⋅보충하면서 반복 으로 다루

는 개념이지만, 핵심 개념 ‘별의 특성과 진화’는 

등학교에서는 5-1에만 유일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따라서 5-1에 이해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학교

에서는 더 이상 보충할 기회가 없으므로 더욱 천문

학  공간 개념이 잘 정립되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

분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5-1에 학습하는 주제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을까요?”는 핵심 개념이 ‘별의 

특성과 진화’이다. 이는 북극성의 일주 운동을 지구

의 자 과 련하여 학습하는 등학교의 경우 핵

심 개념이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에 포함되는 것

과는 조 이다. 한 “행성과 별은 어떤 이 다

를까요?” 역시, 등학교에서는 핵심 개념이 ‘별의 

특성과 진화’이지만, 등학교의 경우 공 에 의한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을 두어 학습하므로 핵

심 개념이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에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핵심 개념의 차이는 등과 등에서 

교과서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 공간 개념의 비 을 

다르게 고려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5-1

I-無-S

별과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북쪽 밤하늘의 밝은 

별을 연결해 북두칠성,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라는 이름을 

붙 습니다. 별자리 모양을 

확인하고 북쪽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 시다.

별자리 측하기

(pp.60∼61) 

I-G-S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별자리들은 언제나 북쪽 

밤하늘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극성은 정확한 북쪽에 

항상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찾으면 방 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북쪽 밤하늘 별자리를 이용해 

북극성 찾아보기

(pp.62∼63) 

학교

과학 2
E-G-D 

지구의 자 과 일주 운동

우리는 매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 밤에 북쪽 

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심으로 

별들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상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한다.

별은 어떻게 움직일까?

(교과서 B, pp.92∼93)

Table 5.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constellations in the northern sky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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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공간 개념 측면에서, 5-1 ‘태양계와 별’ 

주제  태양계 행성과 련된 등학교 교과서 내

용  조직의 특성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장 먼  다루는 소주제인 “태양계는 어떤 구성

원이 있을까요?”의 경우, 태양계 구성원으로 행성

뿐만 아니라 소행성과 혜성까지 포함하여(E) 상 

천체를 우주 (C) 에서 동 (D)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소행성과 혜성 등을 언 하지 않는 

등학교 교과서보다 공간 치에 한 정보는 더 많

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양계 행성의 구성원을 

학습한 후, 다시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

까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

을까요?”라는 소주제로 크기와 거리에 해 병렬

으로 다루어 천문학  공간 개념보다는 태양계 행

성의 크기와 거리 그 자체에 더 집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참조할 만한 다른 배경 임 없이

(I) 오직 태양계 행성들만을 서로 비교하기 해 행

성의 크기순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임의의 공

간에 배열하여 공간 추리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으

며, 행성의 거리도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것부터 먼 

순서 로 일렬로 배열하여 공간 추리의 개념이 드

러나지 않는다(無). 한 행성의 크기와 거리를 별

개의 주제로 다루어 태양계 행성을 고정된 치에

서 정 (S)으로 표시하여 공간의 변화를 다루지 않

는다. 

반면, 학교 교과서는 태양계 행성들(I)을 각자

의 공  궤도 에 표시하여 시간에 따른 천체의 

움직임을 우주  (C)에서 동 (D)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북쪽 하늘의 별자리와 련된 등학

교 교과서 내용  조직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등학교 교과서 구성에서 다수의 병렬  주제 

배열의 특징이 북쪽하늘의 별자리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북

쪽 하늘의 별자리 내용은 “(북쪽 밤하늘)별자리 찾

기”와 “북극성 찾기”라는 하나로 통합 가능한 주제

를 2개의 소주제로 나 어 천문학  공간 변화보다

는 핵심 개념인 ‘별의 특징과 진화’에 더 이 맞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5-1

I-G-S

행성과 별은 어떤 이 다를까요?

성이나 화성과 같은 행성도 

별과 같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한 

행성은 태양 주 를 돌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지구에서 보면 

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성과 별은 어떤 이 다른지 

알아 시다.

행성과 별의 차이  알아보기

(pp.64∼65) 

고등학교

지구과학 

Ⅱ

E-G-D 

행성의 겉보기 운동

행성은 천구 상에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지 않고 거슬러 

움직이기도 한다. 이를 구분하기 

해 순행과 역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순행은 행성이 별을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때 행성의 

경은 증가한다. 역행은 행성이 

순행과 반  방향, 즉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때 

행성의 경은 감소한다. ( 략)

성도에 수성과 화성의 역행 상 

그리기

(교과서 A, pp.166∼167)

Table 6.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the apparent motion of planet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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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과 별자리를 찾아볼까요?”의 경우, 북두칠성,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 등의 별자리를 각각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별자리를 단독으로 배치하

여(I), 실제 측 상황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공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無), 고정된 상태(S)로 기술

하고 있어 천문학  공간 개념의 세 범주인 공간 

치, 공간 추리, 공간 변화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

는 특징을 보인다. 별자리는 천구 상에 있는 별들

의 치를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이름 붙인 것으로, 

모양만이 아니라 하늘의 역(공간)을 나타내기 

한 것이다(조상호, 2008). 따라서 별자리 모양에만 

을 맞추어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별자리를 묘

사하면, 학생들이 실제 측을 하는 상황에서 교과

서에 나온 별자리의 크기와 하늘에서 보이는 실제 

별자리의 크기가 달라 측에 어려움이 가 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어떻게 찾을까요?”의 경

우, 북쪽 하늘의 상 별자리만 단독으로 표시하여

(I) 천체가 보이는 치를 측자가 가늠하기 어렵

다. 한 별자리와 북극성을 고정된 상태(S)로 지구

에서 바라보는(G) 으로 표 하고 있다. 

반면, 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북극성을 심

으로 별의 일주운동을 반시계 방향(D)으로 표시하

고, 북극성의 고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측자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으로 산과 지평선 등 배경 

임을 함께 그려 넣어(E) 지구상(G)의 측자가 실

제 측 상황에서 공간 치와 공간 변화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성의 겉보기 운동과 련된 등

학교 교과서 내용  조직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행성과 별은 어떤 이 다를까”를 살펴보면, 별

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그 빛을 반사하

여 밝게 보이는 행성의 개념  차이를 언 한 후, 

측 시 둘 다 밝게 보이지만 측상 차이 으로 

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그 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 하고 있다. 그러나 삽화를 보

면 상 천체인 별과 행성을 참조 임 없이(I) 

지구상(G)의 측자 에서 고정된 (S)으로 천

체의 치를 표시하 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상 천체인 별

과 행성 이외에 별자리 선을 추가하여(E) 별과 행

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치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여러 날 동안 지

구상(G)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으로 

측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화살표 방향으로(D) 표

시하여 공간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있

다. 행성과 별의 측상의 차이 을 이해하기 해

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행성과 지구의 공  속

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순행, 역행, 유 등 상 운

동에 한 종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등과 달리 핵심 개념이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이 아닌 ‘별의 특징과 진화’

이므로 행성의 동 인 움직임보다는 별의 정 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2. 지구와 달의 운동(6-1)

6-1에 학습하는 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Table 

7)은 지구의 공 과 자  등 천체의 운동에 해 본

격 으로 다루는 단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첫째, 지구의 공 과 자 은 다루지만, 달의 공

과 자 을 명시 으로 다루지 않아 지구에서 

측되는 달의 치와 상 변화를 개념 으로 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는 주형미 등(2020)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 학교 과학 교과교육 내용의 정성을 분

석한 연구에서도 ‘지구와 달의 운동’ 역의 교수⋅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 하고 있다. 

둘째, 등학교에서 탐구 활동이 주로 육안 측 

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구와 달의 운동’ 내

용도 부분 우주  이 아닌 보이는 그 로를 

묘사하는 가장 보  수 의 지구  에서 기

술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천체의 운동을 설명

할 때, 상 주의 지구  을 환하여 우주

 으로 제시하는 방식과 조 이다. 그러나 

우주  을 더욱 심층 으로 설명하기 해서

는 공간 추리를 통해 다시 우주  을 지구  

으로 환하여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등학

교의 서술 방식인 보 인 수 의 지구  으

로 제시된 내용이 가장 높은 수 의 지구  과 

표면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

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상당한 수 의 공

간 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  공간 개념 측면에서, 6-1 ‘지구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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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특징을 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하여 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8은 지구의 

자  방향과 련된 등학교 교과서 내용  조직

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구의 자  방향

을 살펴보면 기 이 아닌 기 축인 자 축을 명

시하고, 자 축을 심으로 지구가 자 하는 방향

은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언 하고 있다. 탐구활동

의 경우에도 오직 한 곳인 우리나라에(I) 측자 모

형을 세워 놓고 우리나라의 지리  치를 기 으

로 동, 서, 남, 북을 고정된 (S)으로 표시하여 우

주  (C)에서 지구가 자 하는 방향이 서에서 

동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주  

(C)에서 북극 과 남극 이 기 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수직하는 방향을 동쪽과 서쪽이라고 

언 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본 

상의 다양한 지리  치를 기 으로 동쪽과 서쪽 

방향이 상 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개의 

참조 임을 함께 제공(E)하여 공간 치에 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간 변화 측면에

서도 동, 서, 남, 북 방 를 표시함에 있어 등학교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 6-1 교과서

등학교 5∼6학년 2. 지구와 달의 운동(pp. 22∼45) 

우주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으로 인해 

다양한 상이 

나타난다.

[6과09-01]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구의 자 은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6과09-02]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

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지구의 공 은 무엇일까요? 

계 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

엇일까요? 

[6과09-03] 달의 모양과 치가 주기

으로 바 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 날 동안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Table 7. Content composition of the Earth’s and Moon’s motions (6-1)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6-1

I-C-S

지구의 자 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

상의 직선을 지구의 자 축이

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 축을 

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

쪽에서 동쪽으로 회 하는 것

을 지구의 자 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의 지구의 움직임 알아보기

(pp.26∼27) 

고등학교

지구과학 

Ⅱ

E-C-D 

방 와 시각

우리는 보통 방 를 동서남북

으로 나타내며, 북쪽과 남쪽을 

기 으로 이에 수직하는 방향

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 다. 그

림과 같이 북쪽과 남쪽은 각각 

북극 과 남극 을 향한다.

-

(교과서 A, pp.161)

Table 8.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the direction of the earth’s rota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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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달리 고정된 이 아닌 화살표를 이용하

여 동 (D)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어 공간 변화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계 별 별자리와 련된 등학교 교

과서 내용  조직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계 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의 경우, 지구  (G)에서 참조 

임 없이(I) ,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한 시 에 보

이는 별자리를 고정된(S)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텍

스트에는 밤 동안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별자리

가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간 변화 

개념이 삽화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 일주 운동 방향

에 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탐구활

동의 경우, 보이는 그 로를 지구  에서 묘사

한 삽화와 달리 우주  (C)으로 이 환되

어 있어 공간 추리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탐구활동에서 학생들이 들고 

있는 별자리는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각 계 에 가

장 오래 볼 수 있는 밤 9시 동쪽하늘에서 측되는 

별자리가 아닌, 태양 반 쪽인 자정 0시 남쪽하늘

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와 같

이 텍스트 내용과 탐구활동의 모형이 불일치하게 

된 원인은 지구  에서 보이는 그 로를 상세

히 설명하는 등학교 교과서의 텍스트 설명 내용

이( : “별자리들은 한 계 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

라 두 계 이나 세 계 에 걸쳐 보입니다.”) 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내용보다( : “계 에 따

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측된 

상을 지구  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 학생들이 별자리

를 들고 고정된 치에 서 있어서 정 (S)으로 계

별 별자리를 제시하고 있어 공간 변화 정보가 나타

나지 않는다. 

반면, 학교 교과서의 경우 계 별 별자리를 지

구  이 아닌 우주  (C)에서 태양이 지나

는 황도 상에 있는 별자리(황도 12궁)를 심으로

(E) 태양 반 쪽에 치한 별자리가 어떻게 계 마

다 다르게 보이는지를 태양의 연주 운동과 련하

여 화살표를 이용하여 동 (D)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6-1

I-G/C-S

계 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철 녁 9시 무렵 하늘에서는 

사자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밤 동안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별자리 보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처럼 어느 계 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를 그 계 의 표 인 별자리라고 

합니다. ( 략) 별자리들은 한 계 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 이나 세 

계 에 걸쳐 보입니다. 

계 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pp.34∼35) 

학교 

과학 

2

E-C-D 

지구 공 으로 나타나는 상은 

무엇일까? 

( 략) 이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한다.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황도 12궁이다. 

지구가 공 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의 

반 쪽에 있는 별자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밤 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 략) 

계 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태양의 치에 따른 별자리 

변화 알아보기

(교과서 A, pp.96-97)

Table 9.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seasonal constellation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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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의 경우에도 텍스트와 일치하게 태양 반

편인 자정에 보이는 별자리를 배경에 표시하고 

있으며, 학생이 직  지구의 치에서 찰자가 되

어 태양 모형인 등을 심으로 공 하면서 계

별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역할 놀이를 통

해 경험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공간 치, 공간 추

리, 공간 변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달의 상 변화와 련된 등학교 

교과서 내용  조직을 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6-1의 달의 상 변화의 경우, 앞서 언 한 5-1의 

태양계 행성과 북쪽하늘의 별자리 련 주제에서 

발견 되었던 병렬  주제 구성의 특징이 이 단원에

서도 나타난다. 달의 상과 측 치를 분리하여 

다른 소주제로 학습하므로 공간 개념을 통합 으

로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어 보인다.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의 경우, 공

간 치에 한 개념은 드러나지 않는다(無). 임의

의 공간에 지구에서 측(G)되는 승달, 상 달,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6-1

無-G-D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 날 동안 달을 찰하면 

달의 모양은 약 30일을 주기로 

승달, 상 달, 보름달, 하 달, 

그믐달의 순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력 2∼3일 

무렵에는 승달, 음력 7∼8일 

무렵에는 상 달, 음력 15일 

무렵에는 보름달, 음력 22∼23일 

무렵에는 하 달, 음력 27∼28일 

무렵에는 그믐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의 모양 변화 찰하기

(pp.37) 

E-G-S

여러 날 동안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태양이 진 직후에 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보이고, 상 달은 남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달의 치 측하기

(pp.38∼39)

학교

과학

2

E-C-D 

모양을 바꾸는 달

달은 그림과 같이 약 한 달을 

주기로 지구 주 를 서에서 

동으로 공 한다. 우리는 햇빛을 

반사하는 달의 표면  지구를 

향한 부분만 볼 수 있는데, 달의 

공  치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에게 

측되는 달의 모양을 달의 

상이라고 한다. 달이 지구를 

기 으로 태양의 반 편에 오면 

보름달로 보이는데, 이때를 

망이라고 한다. ( 략) 

달의 모습은 왜 변할까?

(교과서 C, pp.90∼91)

Table 10.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the phases and positions of the mo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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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등의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화살표로(D) 표시하고 있다. 천문학  공간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 천체의 

공간 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 지 않은 상태에

서 공간 추리와 공간 변화 개념을 형성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이는 등학교에서는 공간 개념을 이용

한 이해보다는 지구에서 측된 달의 상과 측 

치를 상 으로 묘사하는 것에 더 이 맞추

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날 동안 

달의 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의 경우, 지구  

(G)에서 상 천체인 달을 주변 풍경과 함께 방

(동, 남, 서) 표시를 포함하여(E) 천체의 치를 

표시하고 있으나 세 장의 삽화가 서로 다른 날 

녁 7시경에 서로 다른 상의 달을 측한 상황이

라 시간의 연속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고정된(S) 

공간 치를 묘사하고 있어 공간 변화 에 한 정

보가 제한 이다. 

반면, 학교의 경우, 달의 상 변화를 우주  

(C)에서 한 달을 주기로 지구 주 를 공 하는 

달이 햇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부분만 지구에

서 측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으며, 태양-지구-

달의 상  치(E)에 따라 달의 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의 공  궤도 상에 동 (D)으로 표

하고 있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달의 상

과 치는 가장 보 인 수 인 보이는 그 로의 

지구  을 묘사하는 것에 을 두고 있으나, 

지구  에서 제시된 달의 상과 치에 한 

원리를 이해하기 해서는 가장 최상  수 의 공

간 개념이 필요하다. 즉, 학교에서 제시한 우주  

을 다시 지구  으로 환시켜 공간에 

한 정보를 해석해야 하므로 학교 보다 더 높은 

수 의 천문학  공간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

서 달의 상과 치에 한 학습 내용을 등학생

들이 의미 있게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계 의 변화(6-2)

6-2에 학습하는 단원 ‘계 의 변화’(Table 11)

는 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우주’ 역 

내용이다. 5-1, 6-1에는 주로 상 주의 육안 측

을 심으로 탐구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6-2 “계

의 변화”는 상과 개념을 모두 종합 으로 다루고 

있어 계 인 천문학 개념 학습과 높은 수 의 천

문학  공간 개념까지 이해해야 하는 난도가 매우 

높은 단원이라고 여겨진다. 한 종  연계성 측면

에서 등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학교 과학에서

는 다루지 않고 있어, 계 의 변화에 한 개념의 

공백을 보충하기 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Ⅱ의 지평 좌표계, 도 좌표계, 천구 등의 개념과 

종 으로 연계되는 단원이다. 

천문학  공간 개념 측면에서, 6-2 ‘계 의 변화’ 

내용  “계 에 따라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

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 

천문학  공간 개념을 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하

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계 에 따라 태양

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의 

경우, 운동장, 지평선, 하늘 등이 그려진 천구의 개

념과 유사한 공간(E)에 계 에 따른 태양의 상  

치 변화(D)를 우주  (C)에서 태양의 치를 

나타내고 있다. 계 의 변화를 이해하기 해서는 

천문학  내용 이해와 천문학  공간 개념이 모두 

복합 으로 이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실제로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 6-2 교과서

등학교 5∼6학년 2. 계 의 변화(pp.32∼53) 

우주

태양계의 

구성과 

운동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으로 인해 다

양한 상이 나타

난다.

[6과14-01]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

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

의 계를 찾을 수 있다.

-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은 서로 

어떤 계가 있을까요? 

[6과09-02] 계 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

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 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계 에 따라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

게 달라질까요?

- 계 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6과14-03] 계  변화의 원인은 지구 

자 축이 기울어진 채 공 하기 때문

임을 모형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계 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Table 11. Content composition of the change of season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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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도 좌표계에 일 년 동

안 황도 상에 나타난 춘분 , 하지 , 추분 , 동지

의 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계 에 따른 태양의 일주권을 이해해야 한

다. 등학생들이 계 이 변하는 원리를 이해하려

면 단계 인 개념 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데, 형식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의 등

학생들에게(송욱, 김효남, 2020), 상당한 이해의 공

백이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다수의 구체  조작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학생들에게 천문학  공간 개념을 형

성시키기 해 정교하게 계획하여 집필된 교과서 

내용이더라도 만약 학생들이 계 인 천문학 개

념을 단계 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Table 12에 제

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선라와 이용복(2013)에 의하면, 계 의 변화를 

이해하기 해서는 1차 으로 계 이 변하는 직

 원인인 지구 자 축 경사와 지구의 자 과 공

을 우주  에서 이해해야 하며, 2차 으로 1차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태양의  변화로 인한 태

양 남 고도 변화와 낮의 길이 변화를 우주  

과 지구  으로 상호  환을 통해 이해해

야 하며, 3차 으로 2차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단

 면 당 태양 에 지량과 일조 시간에 따른 태양 

에 지량의 증감을 지구  에서 이해해야 한

다고 언 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  개념 이해와 

공간 이해가 복합 으로 필요한 단원으로 천구에 

한 개념이 없는 등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의 

나열로 암기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천문학  공간 개념  좌표계 부분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하나로 수능에

서도 고난도의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

다. 지구과학Ⅱ에서 학습하는 지평 좌표계와 도 

좌표계를 이용하여(E) 계 에 따른 태양의 고도 변

화(D)를 경과 를 통해 우주  (C)과 지

구  (G)에서 을 환시키며 천구의 개념

을 종합 으로 이해해야 계 의 변화를 단계 으

로 이해할 수 있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조

직을 천문학  공간 개념 이해라는 에서 등

교과서
공간

개념
텍스트 삽화 탐구활동

등학교

과학 

6-1

E-G-D

계 에 따라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태양의 남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의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남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태양의 남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는 

계 별 기온에 향을 니다.

계 별 태양의 남  고도와 낮의 

길이 비교하기

(pp.42∼43) 

고등학교 

지구과학 

Ⅱ

E-C/G 

-D

도 좌표계

도 좌표계는 춘분 과 천구 

도를 기 으로 하여 천체의 

치를 경과  로 나타낸 

좌표계이다. ( 략) 

별자리의 치와 도 좌표계

(교과서 B, pp.164∼165)

Table 12. Comparison of spatial concepts for solar altitudes according to season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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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하

여 등학교에서 ‘우주’ 역에 해 본격 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등학교 과학 5-1, 6-1, 6-2 국정 

교과서 각 1권을 선행 연구를 통해 귀납 으로 도

출한 천문학  공간 개념 분석틀을 이용하여 3종의 

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여 질  분석하 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계 행성과 달의 상 변화에 해서는 

등학교와 등학교 교과서에서 주목하는 공간 

개념의 제시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상 천체 그 

자체에 집 하여(본질 ), 천체가 보이는 그 로를

(지구 ), 측하는 그 시 과 장소에서(정 ) 측 

가능한 구체 인 상황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상 천

체 이외의 배경 임까지 포함하여(외재 ), 우주 

공간 상에서(우주 ), 자 과 공 에 따른 천체의 

운동을 궤도 상에(동 ) 제시하여 측된 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개념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주’ 역 학습 내용

이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구체 인 탐구 

경험을 제공하여 자연 상에 한 흥미와 호기심

을 유발하기 함으로 해석된다.

둘째, 북쪽 하늘의 별자리와 별과 행성의 차이에 

해서는 등학교와 등학교 모두 지구  

에서 공간을 추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공간 

치와 공간 변화의 제시 방식이 상이하 다. 등

학교 교과서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하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보다 북쪽 방 의 기

이 되는 북극성의 정 인 특징에 주목하 으며, 여

러 날 동안 측하 을 때 치가 변하는 동 인 

행성보다 배경이 되는 정 인 별에 주목하 다. 반

면, 등학교의 경우, 북극성을 심으로 반시계 방

향으로 일주 운동하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의 회

에 주목하 으며, 배경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며 일

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간 변화를 보이는 행성의 겉

보기 운동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 다. 이러한 차이

는 등학교 ‘우주’ 역 과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

표 상의 해당 내용의 핵심 개념이 ‘태양계의 구성

과 운동’이 아닌 ‘별의 특성과 진화’이므로 태양계 

행성의 자 과 공  등의 공간 개념 보다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의 개념  특성에 주목하여 

등학교 학생들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함으로 해석된다.

셋째, 등학교에서 다루는 ‘태양계와 별’, ‘지구

와 달의 운동’이 주로 육안 측 심의 상 주

로 교과서의 내용과 조직이 구성된 반면, ‘계 의 

변화’는 상과 개념을 모두 종합 으로 다루고 있

어, 등학교 교과서의 지평 좌표계, 도 좌표계, 

천구 등의 천문학 개념 학습과 공간 개념이 종 으

로 연계되는 단원으로 악되었다. 등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천문학  공간 개념

을 형성시키기 해 정교하게 집필된 교과서 내용

이더라도 학생들이 계 인 천문학 개념 학습이 

단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해당 내용을 이

해하는 것은 매우 도 일 것으로 보인다. 계 의 

변화를 이해하기 해 1차 으로 지구 자 축 경사

와 지구의 자 과 공 을 우주  에서 이해해

야 하고, 2차 으로 태양의  변화로 인해 나타

나는 태양의 남 고도 변화와 낮의 길이 변화를 우

주  과 지구  으로 상호  환을 통

해 이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단  면 당 태양 

에 지량과 일조 시간에 따른 태양 에 지량의 증

감을 지구  에서 이해해야 한다(정선라, 이용

복, 2013).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 상에 

한 경험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논리  체계

를 형성하여 천문 상의 인과 계를 천구라는 공

간 개념으로 시각화해 보려는 극 인 노력이 동

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업 시간 

에 많은 생각과 질문들을 품고 있을 등학생들에

게 주어진 천문학  공간 정보와 단계  개념이 이

해 가능한 사고 범  이내에 존재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학교 ‘우주’ 

역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용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 천문 역 학습의 종  

연계성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기 

하여 결론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상 천체

에 한 본질 , 지구 , 정 으로 기술된 천문학  

공간 개념의 특징이 실제로 등학생들에게 밤하

늘의 천체를 측하는 상황에서 자연 상을 이해

하고 기  탐구로서 찰 능력을 함양하는데 정

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한 등학교 교과서와 같이, 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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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개념을 강조하여 상 천체에 해 외재 , 

우주 , 동 으로 교과서를 구성하 을 때, 등학

생들에게 측된 천문학  상의 원인이 무엇인

지를 개념 으로 이해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제한 이 나타나는지 등 다

양한 요인들 간의 계를 천문학  공간 개념과 

련하여 세부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주  에서 천체의 실제 운동을 이해

하기 한 구체 인 모형을 이용한 탐구 활동의 경

우, 천문학  공간 개념 형성을 해 모형이 가지

는 한계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형을 이용한 탐구 활동이 실제 천체의 

운동과 동일하게 일 일로 응되는 것이 아니라

는 을 학생들에게 명시 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각각의 모형과 실제의 응물이 무엇이

며, 모형의 한계와 제한 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생

각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공간 개

념 형성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와 어려운 을 교

사가 구체 으로 악하고 천문학 학습을 한 비

계를 명시 으로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천문학  공간 개념의 요성에 동의하더

라도 등학생들의 인지 수 이나 정서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까지 천문학  공간 개념을 교과서에

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과학교육 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등의 1종 국정 교과서를 등의 여러 종

의 검정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 으므로 본 연구 결

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보 인 

수 인 보이는 그 로의 지구  으로 상 천

체를 제시한 경우, 학생들이 측된 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 증이 생겼을 때 의미 있는 학습이 이

루어지기 해서는 더 많은 천문학  공간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구체 인 탐구 경험 제공, 자연 

상에 한 흥미와 호기심, 이 가능한 핵심 개념 

등 등학교 과학 수업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찰 상에 해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

고 있는 개념을 용하여 해석하는 시각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간 개념은 

상에 한 흥미와 질문을 이어 나가게 하는 원동

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찰과 상 주의 실생활과 연

계된 천체 측 학습 내용이 등학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지  참여를 격려하

기 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해 학생 스스로 답

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념에 한 이해가 뒷받

침되어야 한다는 을 환기하고자 하 다. 단순히 

과학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찰한 상을 정확

하게 기술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기보

다, 과학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 가능한 공간 개념을 

심으로 핵심 개념에 한 내용 조직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등학교 교과서는 개념보다는 상 

주의 학습이 주가 되는 만큼 학생들이 공간 개념

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과서 내용의 서술이 학생

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

에 따라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

만 매 주제마다 공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

교하게 편집된 교과서에 반복 으로 노출된다면, 

천문학 내용이나 지식 그 자체는 잊어버리더라도 

천체의 공간 운동을 이해하기 한 특정 사고가 가

능한 임계 포인트(맹승호, 이기 , 2018)인 공간 개

념에 한 학습은 등학교에서 심화된 천문 내용

을 학습하는 데 요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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