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점정리을 하며….

2 월의 추움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6 년 3 월에 입학하여
벌써 3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나
중학교 3 년 동안 중학교 과학을 배우고 시험을 보았지만,
제 머리속에 3 년간 배운 과학이
전부 다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 과
불과 몇 개월 뒤인
2019 년 3 월에 입학하면 3 월 모의고사를
봐야하는 사실이 맞물려
이렇게 ‘중학과학 핵심요점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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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 과학이란?
1. 과학과 과학 탐구
(1) 과학 :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 체
계를 만드는 활동
- 과학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임.
과학 지식

Ex) 중력은 지구 중심방향으로 작용한다.
-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면 수정될 수 있다.
-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다.

과학 분야
- 다른 학문과 융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자

-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2) 과학 탐구 :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학적 과정
① 탐구 기능과 탐구 활동
탐구기능

관찰

감각 기관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물체나 현상을 살펴보는 활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분류

물체나 현상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모으거나 나누는 활동

예상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알아내는 활동
탐구활동

조사

책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활동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활동

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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