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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과학교육 연구와 교육과정 정책에서는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이 과학교육과정의 핵심 구성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 표현된 NOS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은 과학수업에서 학생들에

게 NOS가 전달되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지식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과정에 대

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NOS 이해를 도모하고자 과학탐구실험 교과목

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탐구를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

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과학

탐구실험 교과서의 과학의 본성 표현 방식을 조사하였다. 과학탐구실험

검정교과서 7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과정에 핵심개념으로 NOS를

명시하고 있는 ‘역사속의 과학탐구’ 단원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유사성

접근법(Family resemblance approach)에 이론적 기반을 둔 Erduran &

Dagher (2014)의 범주에 기초하여 교과서에 포함된 NOS 내용을 분류하

고, 각 NOS에 대한 언급이 교수법적 측면에서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지,

그리고 반성적 활동과 함께 제시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의 NOS 표현은 과학의 인지-인식적 측면

에 집중되어 있고, NOS의 사회-제도적 측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되

어 있었다. 둘째, 표현방법 면에서 인지-인식적 NOS 측면은 주로 반성

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사회-제도적 NOS 측면은 대

부분 암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셋째, 하나의 역사적 에피소드 내에서 명

시적 표현과 반성적 활동은 1가지의 NOS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

한 특정 NOS 측면은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NOS

측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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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먼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들을 조

사하였다. 조사 결과 7종의 교과서에서 총 79개의 반성적 활동이 발견되

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반성적 활동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

과 9개의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NOS의 다양

한 가능성 탐색하기,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가 생성되었다. 또한, NOS

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과서

들은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범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NOS의 다양

한 가능성 탐색하기’나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범주는 드물게 제시하

였다.

전반적으로, 분석결과는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을 통해 NOS를 가르치

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의 가능성과 남겨진 과제를 보여준

다. 먼저,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NOS의 인지-인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 별로 특정 NOS 측면에 집중하

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NOS 측면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표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보다 풍부한 NOS 이해를 위해

서 교과서는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 내에서 다양한 NOS 측면을 받아

들이고 각각의 NOS의 구성 요소들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드러낼 필요

가 있다.

둘째, 과학탐구실험 교과서가 NOS를 표현하는 방법과 NOS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방법은 NOS 학습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들은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NOS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지만,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정 NOS 측

면에 제한되어 있었다. 향후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역사적 사례를 사용

한 NOS 학습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적 에피소드에

서 다양한 NOS 측면들을 다루는 활동들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는 3가지 상위 범주 중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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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았다. NOS 교

수법에 대한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성적 접근법(reflective approach)

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는 NOS의 다양한 관점이나 논쟁적인 부분에 대

해 논의하는 활동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NOS와 탐구 지향 과학교육 개혁으로서의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의

독창성과 중요성은 NOS와 탐구를 과학 내용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과목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과학교육에서 NOS를 명시적

으로 다루고자 하는 많은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NOS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나 교과서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주요어 : 과학의 본성, 탐구, 교과서, 과학탐구실험, 반성적 활동,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 가족 유사성 접근법

학 번 : 2017-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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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최근 과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교육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과

학교육 표준이 2018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

년 3월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한국과학창

의재단, 2018; 교육부, 2015a). 과학교육 개혁을 위한 이러한 시도들을 통

해, 한국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지식들을 교육과

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학탐구와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과 같은 전통적 과학지식 이외의 내용들을 교육과정의 중

요한 요소로 강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

한 과학적 소양을 제시하였으며 과학적 소양의 중요 구성요소로서 NOS

의 여러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또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과거, 현재, 미

래에 과학지식이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과정을 탐구를 통해 학습시킴으로

써 학생들의 NOS 이해를 도모하고자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을 도입하였

다(교육부, 2015a).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은 NOS와 과학탐구를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는 한국의 첫 번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출판될 예정이다. Yang,

S., Park, W., & Song, J. (2019). Representations of nature of science in new

Korean science textbooks: The case of ‘scientific inquiry and experimentation

’. In Teo, T. W., Tan, A. L., Ong, Y. S. (Eds.), Science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searching issues that matters from different lenses.

Singapore: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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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이다(Chiappetta & Koballa, 2002). 또한, 과학 교

과서가 NOS 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수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에 표현된 NOS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을 조사

할 필요가 있다(e.g., Chiappetta, Sethna, & Fillman, 1993; McDonald &

Abd-El-Khalick, 2017).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과서에

나타나는 NOS 표현이 부족하며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Abd-El-Khalick, Waters, Le, 2008, 2017; BouJaoude,

Dagher, Refai, 2017; Rodriguez & Niaz, 2002). 또한, 연구에서 분석된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NOS 자체가 아닌 과학내용에 중점을 둔 교과서들

로 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교과서들이 NOS를 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Abd-El-Khalick et al., 2008; Li et

al., 2018; McDonald, 2017). 이것은 NOS가 교과서 내용 속에서 암시적

으로 내포되어 있지만 명시적 진술에 의해 학생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Abd-El-Khalick et al., 2017).

지난 수십 년간의 NOS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NOS를

명시적이고 반성적(explicit-reflective)인 방법으로 가르칠 때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명시적’(explicit)이라는 것

은 NOS가 다른 인지적 교육목표처럼 계획되고, 명시적으로 교수되고, 체

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Lederman, 2006), ‘반성적’(reflective)

이라는 것은 과학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되는지와 같은 NOS에 대

한 견해를 학습자가 생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rmann, Smith,

James, & Jensen, 2005). 최근 NOS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반성적

활동을 포함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

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찰을 유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NOS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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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에 NOS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깊이

있는 NOS 이해를 위해 어떤 유형의 반성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 조

사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과학의 본

성을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NOS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NOS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가?

2)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표현된 NOS 측면들은 교수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2.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서 어떤 유형의 반성적 활동들이 발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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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과정의 개요

NOS에 대한 문헌 분석

내용 선택:

‘과학탐구실험’교과서 중 ‘역사 속의 과학 탐구’ 단원 선택

연구 1. 교과서에 표현된 NOS

에 대한 분석

방법

1) NOS의 어떤 측면을 표현

하고 있는지 분석(RFN 분

석틀)

2) 교수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명

시적, 암시적, 반성적)

결과

1) 단원 전체 NOS 분포 분석

2) 역사적 에피소드 별 NOS

분포 분석

연구 2. NOS에 대한 반성적 활

동의 범주화

방법

1)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확인

2) 확인된 NOS에 대한 반성

적 활동의 범주화

결과

1) 9개의 범주와 3개의 상위

범주 생성

2) 생성된 범주에 대한 교과

서별 제시된 빈도 수 조사

결론도출

[그림 1-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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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유사성 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둔 분석틀은

인지-인식적 NOS를 4가지 범주로 사회-제도적 NOS를 7가지 범주로 분

류하는 분석틀로 사회-제도적 NOS가 강조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 과학교육이 과학지식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하였을 때, 이 분석틀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사회-제도적 NOS의 부족

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 역사적 에피소드별로 얼마나 다양한 NOS를 다루

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교과서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NOS에 대한 언급의 수를 세지 않고 각 NOS의 범주를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과서들이 얼마

나 많은 NOS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가 NOS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교과서로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특정 NOS 측면2)을 반복적으

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는 교육과정에서 역학분야의 패러

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교과서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교과서들은 이 에피

소드에서 과학지식 측면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 지식 측면의 언급이 여

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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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과학탐구실험’ 교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

목마다 그 과목의 학습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핵심역량을 정하고 있다

(교육부, 2015a).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

구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a, p. 4). 과학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 과학교육에 만연

해 있는 과학내용 중심의 강의식 수업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가도록 하는 탐구학습이 요구된다.

과학교육에서 탐구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Anderson, 2002; Bruner, 1966; Schwab, 1963). 하지만 교육연구가, 교

육정책가들의 노력과 과학교육 개혁 문서에서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

제 학교현장에서는 탐구학습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박정희, 김정률, 박예리, 2004; 조현준, 한인경, 김효남, 양

일호, 2008; Stake & Easley, 1978).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3)와 함께 독립

된 과목으로서 탐구를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

었다.

3)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따른 교과 교육에 대한 요구에는 교육과정 내용에 과

학의 기본 개념 교육과 더불어 인문학적 요소의 반영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식의 범교과적인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의 도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곽영

순, 구자옥, 김미영, 손정우, 노동규, 2013; 교육부, 2015b; 송진웅, 나지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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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Ⅰ. 역사 속의

과학 탐구

과학의 본성

과학자들의 탐구 실험에서 과학의

다양한 본성이 발견되며, 과학 탐구 수행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을 경험한다.

과학자의

탐구 방법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과학 탐구 방법이

활용된다.

Ⅱ. 생활 속의

과학탐구
과학적 태도

과학 탐구와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즐거움 등을 함양한다.

과학 탐구는 흥미와 호기심, 협력,

증거에 근거한 결과 해석 등 다양한

과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 탐구에는 준수해야 할 생명 존중,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

는 필수과목으로 “과학 탐구 활동과 체험 그리고 산출물 공유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의 가치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와 사회 및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며,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a, pp. 111∼11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탐구실험’은 ‘역사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과학탐구’, ‘첨단 과학탐구’

의 3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과목의 각 단원별 내용체계는 [표 2-1]과 같다.

[표 2-1] ‘과학탐구실험’ 교과목 내용체계(교육부, 2015a, p.113)



- 8 -

연구 진실성, 지식 재산권 존중 등과

같은 연구 윤리와 함께 안전 사항이

있다.

과학 탐구의

과정

탐구 문제 및 상황 특성에 따라 탐구

활동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한다.

과학 탐구 활동은 문제 발견, 탐구 활동

계획 수립, 탐구 수행, 결과 표상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Ⅲ. 첨단 과학

탐구
과학의 응용

과학 탐구를 통해 생활 및 다양한 상황

속에 과학 지식을 적용한다.

과학 탐구의 산출물은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공유 및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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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실험’ 교과서의 일부분인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실험하기, 조사하기와 같은 탐구활동을 이끌 수

있는 워크북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a).

[그림 2-1]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에 대한 탐구활동(교과서 C,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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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3단원 중 1단원인 ‘역사속의 과학탐구’

단원은 과학자들이 과거에 수행한 탐구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해보도록 함

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NOS 개념을 강조하는 역사적 에피소드

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a). 이 교육과정은 역사적인 실험을 통

해 학생들이 NOS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고 탐구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Höttecke, 2000; Kipnis, 1998: Mets &

Stinner, 2006). 이와 같이 역사적 실험을 통한 NOS 학습은 NOS를 맥락

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

육과정상 목표로 하고 있는 NOS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교사가 그러한 NOS 개념들을 강의식 수업을 통해 설명하기보다는 학생

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다.

새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에 대해 현장 과학교사들은 탐구중

심의 실험학습과 학생들의 흥미도 증가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손

정우, 2016; 윤지현, 강성주, 2016). 이에 교사연구회나 교사학습공동체

등의 활성화 및 교사연수 자료제작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과 결과중심의 지필평가보다는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현경, 정은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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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은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론 혹은 앎의 방법으로서의 과학을 의미하지만(Lederman, 1992), 인

간 활동으로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하여 논

의되기도 한다(e.g., McComas, Clough, & Almazroa, 1998). McComas

et al. (1998)은 NOS를 과학지식이 어떻게 발달하고 과학자가 어떻게 일

하는지, 그리고 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

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NOS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철학자, 과학사회학자, 과

학교육자 사이에서 NOS 견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이렇듯

연구자들 사이에 NOS 견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학교육과정 문서들과 연구들은 초 중등 학생들이 접근가능하고 수긍할

만한 수준의 합의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Abd-El-Khalick, 2012; Lederman, 2006; McComas &

Olsen, 1998; Niaz & Maza, 2011).

McComas & Olson (1998)은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의

과학교육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NOS에 대한 진술을 4개의 그룹 1)

과학철학으로부터 이끌어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진술, 2) 과학자들이 누

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진술, 3) 과학자들의 특

성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진술, 4) 과학의 역사로부터의 진술로 범주화하

며 여러 나라의 과학교육과정 개혁 문서에서 NOS의 개념에 대한 국가

적 합의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NOS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제안되었는

데, Lederman, Abd-El-Khalick, Bell, & Schwartz (2002)은 과학교육과

정과 교수법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NOS 요소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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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지식은 잠정적이다.

② 과학지식은 경험적이다

③ 과학지식은 이론 의존적이다.

④ 과학지식은 추론과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포함한다.

⑤ 과학은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⑥ 관찰과 추론의 구분

- 관찰: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 추론: 감각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진술

⑦ 보편적인 과학적 법칙의 부재

⑧ 법칙과 이론의 기능과 관계

- 법칙: 관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진술이거나 묘사

- 이론: 관찰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추론된 설명

이후, Lederman (2006)은 Lederman et al. (2002)에 의해 제안된

NOS 견해에서 1가지 항목(보편적인 과학적 법칙의 부재)을 제외한 7가

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 Niaz & Maza (2011)는 Lederman et

al. (2002)에서 제안된 NOS 견해에서 3가지 항목(과학적 진보는 대립하

는 이론들 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학자들은 같은 자료를 여러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 이론의 발달은 때때로 일관적이지 않은

기반에 기초한다)을 추가하여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NOS에 대한 합의

된 견해를 도출하기 위해, Osborne, Collins, Ratcliffe, Millar, & Duschl

(2003)은 과학자, 과학사학자, 과학철학자, 과학교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NOS의 9개 주제에 대한 대략적

인 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NOS 교육에 대한 연구나 실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NOS의 합의된 견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Clough, 2007; Hodson & Wong, 2017; Irzik & Nol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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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s, 2012). 먼저 합의된 견해는 대부분 과학지식의 본성에 대한

것이고 과학탐구에 대한 본성은 제외시킴으로써 너무 좁은 과학의 이미

지를 묘사한다는 것이다(Irzik & Nola, 2011). 다음으로 과학의 너무 획

일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고 과학의 각 학문 분야 사이의 차이점이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Hodson & Wong, 2017; Irzik & Nola, 2011). 합의된 견

해의 각 항목들과 같이 영역 일반적 접근은 과학의 다양한 분과학문들에

서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하며, 모든

과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의 항목만을 제한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위험을 가진다. (Hodson & Wong, 2017). 또한, 합의된 목록의 몇

가지 항목들은 과학실천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Hodson &

Wong, 2017). 예를 들어,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항목은 모든 과학이

잠정적일 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생물학의 많은 개념들은

반증적이지 않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학개념들은 잠정적이지

않다(Hodson & Wong, 2017; Mayr, 1997).

이와 같이 NOS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기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관점들이 몇몇 연구자들을 통해 제안

되었는데, 과학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과학의

맥락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표현해야 하며, 과학의 사회․문화적 역동

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Allchin, 2011; Hodson, 2014;

Irzik & Nola, 2014). 특히, 과학의 각 학문 분야 간의 복잡성과 다양성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가족유사성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Erduran & Dagher, 2014; Irzik & Nola, 2011, 2014).

이는 과학에 대한 하나의 정의가 없고, 다양한 과학들이 공유하는 연관

된 특징들의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특정 과학 분과는 그들 중 하나

이상이 결여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착안한 접근법으로 다음 절에서 자세

하게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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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S의 가족유사성 접근법

가족유사성 접근법(Family resemblance approach, FRA)은 Wittgenstein

(1958)의 언어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가족유사성 정의의 기본 개념은 한

가족 구성원의 외모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닮아 있지만 닮지 않은 다른

면들이 있음에도 가족들 간의 서로 교차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하나의 가족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ttgenstein (1958)은

이러한 가족 유사성의 개념을 언어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예, 축구, 카드놀이, 등)들은 각

각 다른 규칙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게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

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이라는 언어 표현으로 각 활동을 묶

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zik & Nola (2011)는 과학에 있어서도, 과학의 모든 분과학문에 걸

쳐서 과학이라는 언어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과 같은 다수의 개별과학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특성(예, 관찰, 실험, 예측)들을 모든 과학에서 공통적으

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문학은 관찰을 토대로 이

루어지지만 이 분야에서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Irzik & Nola,

2011)

가족유사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Irzik & Nola (2011, 2014)는 과학

을 인지-인식적 체계(cognitive-epistemic system)와 사회-제도적 체계

(social-institutional system)로 구분하였다. 또한, 인지-인식적 체계의

하위 범주로 탐구과정(processes of inquiry), 목적과 가치(aims and

value), 방법과 방법론적 규칙(methods and methodological rules), 과학

지식(scientific knowledge)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제도적 체계를 전문

적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 과학적 정신(scientific ethos), 사회적 인

증 및 전파(social certification and dissemination),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로 분류하였다(Irzik & Nol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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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Irzik & Nola(2011, 2014)의 FRA에 기반한 NOS에 대한 이론

적 논의는 Erduran & Dagher (2014)에 의해 교육학적 관점으로 재해석

되었다. Erduran & Dagher (2014)는 Irzik & Nola (2014)에 의한 FRA

의 8가지 범주 중 탐구과정을 과학적 실천(scientific practices)으로 용어

를 변경하였다. 또한, 과학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 체계에 3개의 범주인 사회조직 및 상호작용(Social organizations

and interactions), 정치 권력 구조(political power structures), 자금 조달

체계(financial systems)를 추가하였다.

[그림 2-2]의 FRA Wheel은 인지-인식적 체계로서 과학과 사회-제도

적 체계로서 과학의 각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이미

지를 표현한다(Erduran & Dagher, 2014).

[그림 2-2] FRA Wheel: 인지-인식적 체계와 사회-제도적 체계로서의

과학(Erduran & Dagher, 201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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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 범주 DNA 예

목적과 가치

DNA의 염기, 당, 인산단위가 왓슨과 클릭에 의해 수행된

모델링 이전에 알려졌지만, 정확한 DNA구조는 알려지지

않았다. DNA구조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DAN구조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기존자료

에 의존했다. 따라서 적용된 가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포함한다.

과학적 실천

1953년 논문에서 왓슨과 클릭은 도면으로 DNA모형의 설

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만든 모형의 표상

을 제공하는데 종사했다. 그들은 또한 관찰이 기반이 된

프랭클린에 의해 만들어진 X선 회절 이미지를 포함했다.

따라서 표현과 관찰의 과학적 실천이 사용되었다.

방법

왓슨과 클릭이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자료를 사용한 방법

은 비조작적 관찰에 의존한다. 따라서 방법론은 X선 결

정학과 관찰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포함한다.

과학 지식

과학의 이런 에피소드에서 주요 기여는 이중나선과 같은

DNA구조의 모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DNA에 대한 과학지식의 부분이 되었고, 화학, 분자생물

학, 생화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 기여하였다.

[표 2-2]는 DNA가 발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FRA의 각 범주

중 어느 부분에 선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표 2-2] DNA 발견의 상황에서 선택된 FRA 범주의 적용(Erduran &

Dagher, 201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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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적 상

황

이 에피소드는 과학자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성과 권

력 관계의 일부를 설명한다. 이 경우는 초점이 주로 성

문제에 대한 것이다. 프랭클린이 성 차별을 겪었고 프랭

클린이 근무했던 킹스 칼리지에서 제도적 성 차별이 있

었다는 것은 클릭이 자신이 문헌에 널리 인정하고 있다.

DNA 발견 사례는 과학의 협동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프랭클린의 X-레이 없이는 왓슨과 클릭은

DNA 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FRA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유연하고 묘사적이지만 규범

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과학의 인식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즉, FRA는 개별 NOS 측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

이 아니고 맥락화된 방식으로 NOS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Erduran & Dagher, 2014). 또한, FRA의 각 범주들은 NOS를 선언적으

로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NOS 교수실행에 있어서 넓은 선택을 교육자

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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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OS 교수법: 암시적, 명시적 그리고 반성적

NOS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교육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미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개발된 Physical Science

Study Curriculum (PSSC)과 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BSCS)과 같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NOS

를 암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과학을 직접 해보는

(hands-on) 활동이나 과학 과정 기술에 대한 학습을 지지했다. 하지만

지난 50년에 걸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NOS 개념은 과학

을 단순히 ‘하는’(doing) 경험을 통해 암시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명

시적이고 반성적인(explicit–reflective) 지도법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Abd-El-Khalick, 2012: Khishfe &

Abd-El-Khalick, 2002; Lederman, 2006).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교수법에

서 ‘명시적’ 이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의 문제이며 ‘반성적’이라는 용어는

교수법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Abd-El-Khalick, 2012).

Durkee (1974), Tamir (1972) 및 Jungwirth (1970)은 NOS에 대해

암시적 접근법을 이용한 경험 연구에서 학생들의 NOS에 대한 이해 향

상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hishfe & Abd-El-Khalick (2002)

은 암시적 접근법과 명시적 접근법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암시적 접근을

사용한 그룹은 효과가 없었지만 명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그룹에서 NOS

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암시적’이라는 것은 NOS에 대한 이해가 ‘정의적’(affective) 학습 목

표들의 습득과정과 유사하며, NOS에 대해 배우는 것을 과학을 하는 것

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명시적’이라는 것은 ‘정의적인’ 교

수목표가 아니라 ‘인지적인’ 교수목표가 되어야 하며, NOS가 다른 인지

적 교육목표처럼 계획되고, 명시적으로 교수되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Lederman, 2006).

또한, NOS의 학습에 있어 반성적 교수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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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NOS에 대한 견해들을 선언적인 명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며(Clough, 2007), 과학에 대

한 상반되는 입장들이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특정한 설명이 어떤 상황에

서 더 적합한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van Dijk, 2011). NOS에 대한 ‘반성적’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

례나 과학에 관련된 탐구활동을 한 후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NOS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NOS에 대한

연구에서 반성적 활동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는 탐구활동 후에 그와 관련

된 NOS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거나(Khishfe & Abd-El-Khalick,

2002), 특정 NOS 주제에 대해 반성적 글쓰기 활동을 시키는 것

(Abd-El-Khalick, 2005) 등이 있다.

최근 NOS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explicit–reflective) 교수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사례(Adúriz-Bravo & Izquierdo-Aymerich, 2009;

Howe & Rudge, 2005; Rudge & Howe, 2009)나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이용하거나(Morrison, Raab, & Ingram, 2009), 초인지 전략을 이용한 연

구(Abd-El-Khalick & Akerson, 2009)들이다. 이와 같이 NOS 학습을 위

한 다양한 맥락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NOS 교육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

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학에 관한 역사적 사례나 일화들이다(Allchin,

Andersen, & Nielsen, 2014; Matthew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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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학교과서에서 NOS의 표현에 대한 연구

많은 나라의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교과서는 주요 교수학습 자료이

기 때문에(Chiappetta & Koballa, 2002) 학생들의 NOS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과학교과서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

다(e.g., Chiappetta, Sethna, & Fillman, 1993; McDonald & Abd-El-Khalick,

2017). 이러한 이유로 과학교과서들이 과학의 본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

는지는 과학교육 연구자들 사이에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과학교과서

에 표현된 NOS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과

서에 나타나는 NOS 표현이 부족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Abd-El-Khalick et al., 2008, 2017; BouJaoude et al.,

2017; Rodriguez & Niaz, 2002).

Rodríguez & Niaz (2002)는 화학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원자 구

조에 관한 역사와 철학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학생들이 과학적 진보

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i et al.

(2017)은 중국에서 출판되는 5종의 과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가

NOS의 주관적 측면, 과학 이론 측면, 과학 법칙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NOS의 잠정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은 다루어지고 있었

지만 연구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교과서에 표현된 NOS에 대한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1960년대 이후 학계에서 NOS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교과서가 NOS를 다루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bd-El-Khalick et al. (2008)은 지난 40년

동안 14개 고등학교 화학교과서에서 NOS에 대한 표현을 조사한 결과

교과서들이 과학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측면의 NOS(특히,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측면)를 다루고 있지 않

다고 분석하였으며, 지난 40년 동안 과학의 본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난 60년간 출판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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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과 물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들은 평균

2.5%만이 NOS를 다루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다루어지는 정도

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Abd-El-Khalick et al., 2017). 또한,

미국의 새로운 생물 교과서와 15년 전에 출판한 생물 교과서를 비교 분

석한 연구는 새로운 교과서가 NOS의 개념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과학에 대해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

다(Chiappetta & Fillman, 2007).

한편, 교수법적 측면에서 교과서에 표현된 NOS의 표현방식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분석된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NOS 자체에 중

점을 둔 교과서가 아닌 과학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NOS에 대

한 ‘명시적’ 표현보다 ‘암시적’ 표현이 주로 발견되었다(Abd-El-Khalick

et al., 2008; Li et al., 2017; McDonald, 2017). McDonald (2017)는 오

스트리아 10학년 학생들의 4종의 생물 교과서에서 유전학 주제에 대한

단원을 분석한 결과 단지 3번의 명시적 언급을 발견하였으며, Li et al.

(2018)은 중국의 5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과학의 창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명시적 언급을 발견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암시적으로 다루었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bd-El-Khalick et al. (2008)은 미국의 화학교

과서는 명시적 표현 보다 암시적 표현이 주를 이룰 뿐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명시적 표현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과학 교과서에서 NOS에 대한 표현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앞서 언

급했던 NOS에 대한 합의된 견해에 기반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

만 최근 NOS에 대한 합의된 견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NOS

를 보는 새로운 관점인 FRA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

다(BouJaoude et al., 2017; McDonald, 2017). BouJaoude et al. (2017)은

Erduran & Dagher (2014)에 의해 재해석된 RFN 분석틀을 이용하여 레

바논의 9학년 학생들의 과학교과서(화학, 생명 및 지구과학, 물리학)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학 교과서는 11개의 RFN 범주 중 4가지 범주(방

법, 과학지식, 과학적 정신, 사회적 가치)에서 생명․지구과학 교과서는



- 22 -

5가지 범주(목적과 가치, 실천, 방법, 과학지식, 사회적 가치)에서 최소

한번 이상은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물리학 교과서는 어떤 범주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교과서에서 NOS를 얼마나 상세하

게 설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수준을 수준 1과 수준 2로 나누어서 분석하

였는데, 화학교과서에서 하나의 예에서만 수준 2로 다루어졌으며 나머지

는 모두 수준 1로 다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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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분석 쪽수

금성출판사 정대홍 외 9인

2018

30

동아출판사 송진웅 외 17인 24

지학사 김성원 외 11인 34

비상교육 심규철 외 11인 34

와이비엠 곽영직 외 8인 34

천재교육 신영준 외 11인 25

미래엔 김성진 외 14인 30

3. 연구 방법

3.1 내용 선택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은 민간 출판사가 도서를 편찬한 뒤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야 하는 검정교과서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교육부의 검정

을 통과하여 출판되고 있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총 7종으로 본 연구

에서는 7종 교과서 모두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여러

단원 중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NOS를 핵심 개념으로 명시하

고 있는 ‘역사속의 과학탐구’ 단원을 분석하였다. 7종의 교과서에서 ‘역사

속의 과학탐구’ 단원의 쪽수는 [표 3-1]와 같으며, 총 212페이지를 분석

하였다([표 3-1] 참고).

[표 3-1] 분석대상 ‘과학탐구실험’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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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과학탐구’ 단원은 4가지 역사적 에피소드(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생물대멸종,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를 통

해 과학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들의 탐구과정을 소

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역사적 실험을 재현해보도록 함으로써 NOS를 이

해하도록 하는 단원이다(교육부, 2015a p.114). 각 역사적 에피소드를 통

해 2015 개정 과학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성취기준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역사속의 과학탐구’ 단원의 각 역사적 에피소드 별 성취기준

(교육부, 2015a, p. 114)

단원 주제 성취기준

Ⅰ. 역사속의

과학탐구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

정적 실험을 따라해 보고, 과학의 발전 과

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과학사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

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물대멸종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를 수행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

가설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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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N 범주 설명

인지-인식적

체계

Cognitive

-ep i s t em i c

system

목적과 가치

Aims and values

정확성과 객관성과 같은 과학의 핵

심 인식 및 인식론적 목표

과학적 실천

Scientific practices

사회적 인증을 통해 과학지식을 이

끄는 일련의 인식론적 및 인지적 실

천

방법

Methods

과학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조작적

및 비 조작적 기술

과학 지식

Scientific knowledge

과학탐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

론, 법칙, 설명

3.2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표현된 NOS 분석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NOS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분석틀

1) 과학의 본성

본 연구에서는 Erduran & Dagher (2014)에 의한 NOS의 재개념화된

가족 유사성 접근법(Reconceptualised family resemblance approach to

NOS, RFN)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RFN 분석틀의 각 범주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표 3-3]과 같다.

[표 3-3] NOS 범주에 대한 설명(Kaya & Erdur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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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적

체계

Social

-institutional

system

사회적 인증과 전파

Social certification

and dissemination

동료평가 제도를 통해 과학지식을

검토, 평가 및 검증하는 사회 기제

과학적 정신

Scientific ethos

과학자들이 동료 간 상호작용 및 자

신의 일에 사용하는 규범들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s

자유, 환경존중, 사회적 유용성과 같

은 가치

전문적 활동

Professional activities

과학자들이 학회에 참석하고 출판물

검토와 같은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

하는 것

사회적 조직과

상호작용

Social organizations

and interactions

대학과 연구기관과 같은 제도적 환

경에서 과학이 조직되는 방법

정치 권력 구조

Political power

structures

과학자와 과학 문화 사이에 존재하

는 권력의 역동성

자금조달 체계

Financial systems

자금 조달 체계 포함한 과학의 근본

적인 재정적 차원

2) 명시적 표현, 암시적 표현, 반성적 활동

NOS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예: ‘과학지

식은 잠정적이다’)을 말하며, ‘암시적’ 표현은 NOS의 개념이 유추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나 탐구활동 등을 말한다. 또한, 반성적 활동은 설명하

기, 토론하기, 추측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NOS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표현(예: ‘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하

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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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에서 명시적 표현과 반성적 활

동을 포함하는 예로 교과서 F의 일부분이다. 교과서 F는 갈릴레이 사고

실험 에피소드에서 과학 지식의 잠정적이고 혁명적인 본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물체의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예는 ‘과학 지식’ 범주

에서 명시적이고 반성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코딩되었다.

과학에서 결정적 순간은 새로운 실험에서 오기도 하고 기존과 다른 발

상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한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문

제의식 등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존이 패러다임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관찰되고 모순이 누적되면 새로운 패러

다임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한다...갈릴레이 이후 물체의 운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둠원들과 토의해 보자. (교과서 F, pp. 14–19)

반면에 교과서 F는 ‘과학적 실천’과 ‘전문적 활동’ 범주를 암시적 방

법으로 다루었다. 아래 예는 실험과 같은 과학적 실천이 이론 형성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학술지 출판과 같은 전문적 활동을

통해 학계나 대중에게 과학 지식을 공유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의 예는 ‘과학적 실천’ 범주와 ‘전문적 활동’ 범주의 암시적 표현으로

코딩되었다.

물체의 낙하에 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분석은 1638년 출간된 그의 저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에 실려 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물체가 떨어진 거리는 걸린 시

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또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 이 때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 낙하와 같

은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어.’ (교과서 F,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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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 분석철자

분석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교과서

의 문장들이 NOS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문, 탐구활동, 표, 사진, 날개, 삽화 등과 같은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내용요소를 주의 깊게 읽었다. 이 과정에서 NOS에 대한 언급으로

확인된 문장들은 RFN 분석틀의 범주에 기초하여 NOS 내용을 분류하였

다. 다음으로, 그 표현들이 ‘암시적’ 표현인지 혹은 ‘명시적’ 표현인지, 그

리고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 분석단위

분석은 문장단위로 실시되었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특정 NOS에

대해 언급한 경우 하나의 범주로 코딩하였지만, 연속된 여러 문장이 특

정 NOS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범주로 코딩하였

다. 다음은 자연발생설에 의문을 품은 한 과학자의 실험 과정을 보여주

면서 연역적 탐구방법에 대해 여러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 ‘방법’ 범주

로 분류하였다.

이탈리아의 한 과학자는 작은 생물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생물은 생물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면 고

기를 넣어 둔 밀봉한 병 안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거즈로 덮은 병에

는 구더기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이

처럼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잠정적인 해답인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

이 참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연역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는

탐구를 연역적 탐구라고 한다(교과서 E,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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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의 문장에 둘 이상의 NOS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러 범주로 코딩하였다. 다음은 실험이 이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과

과학 지식이 변화할 수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이지

만 두 범주(과학적 실천, 과학 지식)로 코딩하였다.

1868년에 파스퇴르는 미생물도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생긴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였다

(교과서 D, p. 34).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는 탐구활동 위주의 워크북 형태의 교과서이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모두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질문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빈칸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예와 같이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교과서에 표

현된 질문과 교과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 저자들이 의도한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결과로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던 과학자들

은 어떠한 연구 태도를 가졌었는지 서술하여 보자(교과서 E. p.26).

예시답안: 연구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이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과학 법

칙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실수로 생각하여 지나

쳐 버릴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한 관찰과 직관으로 찾아내어 연구를 거듭

하여 위대한 발견으로 만들어 냈다(교과서 E의 교사용지도서, p. 74)

3) 신뢰성 확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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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7종의 교과서 중 임의로 선택된 1종의 교과서를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내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구자는 첫 번째 분석을 한 후 2∼3일 후에 다시 분석을 하였으며 두

차례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을 완

료한 후, 두 연구자가 만나서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7종의 교과서 모두를 분석하였다. 7종의 교과서 전체의 분석과

정도 1종의 교과서 분석 과정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차례 분석을 하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한 후, 두 연구자가 다시 만

나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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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화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

저 교과서에서 제시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확인 한 후, 확인된

반성적 활동을 범주화하였다.

1.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확인

교과서가 어떤 유형의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먼저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교과서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되

어 있는 내용 중 조사하기, 설명하기, 토론하기 등과 같이 학생들이 수행

해야 하는 활동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356개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교

과서에서 확인된 356개의 활동 중 NOS와 관련된 활동을 추출하였다.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반성’이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NOS의 논쟁적 주제에 대해 비판하고 평가해보는

활동 뿐 아니라 개별 역사적 사례와 NOS를 연결하는 개념 확인적인 활

동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NOS 학자들이 사용한

명시적-반성적 교수법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반성’의 의미를 따른 것으

로 과학사나 탐구활동에서 나타나는 NOS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첫 번째 예는 주기율표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NOS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단순히 학습한 NOS 개념을 확인하는 활동이지만, 두

번째 예는 주기율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도록 하

는 활동으로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주기율의 발견에는 과학자들의 꾸준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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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연구 내용과 한계점을 조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과

학의 본성을 발표해보자(교과서 C, p. 15).

원소의 주기율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여 보자(교

과서 E, p.19)

하지만 단순히 과학에 대한 지식을 묻거나 과학 관련 탐구활동에 참

여시키는 것은 NOS와 관련된 활동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NOS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Durkee, 1974; Jngwirth, 1970:

Tamir, 1972). 다음의 예는 실험과정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그래

프를 그려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실험과 같은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

로는 NOS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에서 제외시켰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자(교과서 A, p. 20).

또한, 내용 안에 NOS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더라고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서 NOS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다음은 교과서 E의 일부로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고

자 하는 가설들의 한계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의 생성과정에서 가설의 역할과 같은

NOS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이 수

행해야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생물 대멸종의 원인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지층과 화석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들이다. 모둠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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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설을 골라 각 가설이 주장하는 내용과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하고, 각 가설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토론해 보자(교과서

E, p. 33).

또한, 반성적 요소가 없이 단순히 정보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는 질문

은 제외시켰다. 다음은 교과서 E의 일부로 패러다임의 본성에 대해 생각

해 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교과서 본문에서 학습한 패러다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교과서 E, p. 20).

분석은 각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번의 분석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이후, 각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불일치

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79개의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이 확인되었다.

2.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화

NOS의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해서 반성적 접근법의 효과에 대한 다

수의 연구문헌들이 있지만 NOS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종류나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

의 없다. 또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에 대한 기존의 체계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확인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기존의 이

론적 틀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귀납적으로 범주하여 분류하였다(Hsieh

& Shannon, 2005). 먼저, NOS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비슷한 요소가 있

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을 유목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하나의 그

룹 내에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면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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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연구자가 지속적 비교(Glaser & Strauss, 2017)를 통해

범주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범주가 여러 범주

로 나누어지거나 여러 개의 범주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학습자의 입장에서 요

구되는 답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사용 지도서에 제

시한 답과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범주

를 수행한 후,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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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NOS에 대한 표현 분석

본 연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가 얼마나 다양한 NOS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법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

는지 조사하였다([표 4-1]∼[표 4-5] 참고). 각 표에서 NOS의 각 측면

들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e, 암시적 표현은 i,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을 포함하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1. 단원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경향성은

교과서들이 과학의 인지-인식적 NOS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제도적

NOS는 대체적으로 소홀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표 4-1] 참고].

각 역사적 에피소드에서 인지-인식적 NOS의 4가지 범주는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 다루어졌지만, 사회-제도적 NOS의 범주들은 일부 범주만이 다

루어졌다. 특히, 최근의 NOS에 대한 연구(e.g., Erduran & Mugaloglu

2013; Kaya, Erduran, Birdthistle, & McCormack, 2018)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적 정신’, ‘자금 조달 체계’ 및 ‘정치적 권력 구조’ 범주

에 대한 언급을 표현한 교과서는 전혀 없었다. 또한, 표현방법의 측면에

서 인지-인식적 NOS 측면은 주로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루

어졌지만 사회-제도적 NOS 측면은 대부분 암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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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교과서별 NOS 분포

NOS 범주

교과서

A B C D E F G

인지-인식

적 체계

목적과 가치 e* - - - e* e i

방법 e* e* e* e* e* e* e*

과학적 실천 e* e* e* e e* e e*

과학 지식 e* e* e* e* e* e* e*

사회-제도

적 체계

사회적 인증 및
전파

i i - i - - i

과학적 정신 - - - - - - -

사회적 가치 - i i* - i i i

전문적 활동 - i - - i i -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i - e* - i - -

자금조달 체계 - - - - - - -

정치적 권력 구조 - - - - - - -

기타4) e* - e - - - -

4) ‘기타’ 범주는 7가지의 사회-제도적 NOS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없

는 사회-제도적 NOS의 전체 범주를 포괄하는 언급에 대해 사용되었다(예: ‘과

학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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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적 NOS는 7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일

부 범주만 다루어졌으며, 사회-제도적 NOS의 모든 범주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다([표 4-1] 참고). 사회-제도적 NOS에서 교과서들이 가

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NOS 범주는 ‘사회적 가치’ 범주로 5종의 교

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 범주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사

회적 유용성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다음은 교과서 G의 일부로

항생제의 개발로 인해 전염병을 예방하여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유용성을 암시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코흐는 결핵균을 발견하여 세균이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세균 병원설을

주장하였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병원

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소독법과 멸균법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수술 후

상처 부위의 감염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염병

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이 토대가 되었다(교과서

G, p.48).

사회-제도적 NOS 범주에서 교과서에 표현된 위치를 살펴보면, 사회

-제도적 NOS는 주로 도입부분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과학자의 이야기나 과학의 발달사와 같은 교과서의

본문이 아닌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부록> 참

고). 이는 교과서들이 사회-제도적 NOS를 주요 학습 목표로 인식하지

않고 NOS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은 교과서 B의 일부분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교과서 도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인증 및 전파’ 범주로 교과서 B는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인정받는 과정을 만화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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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베게네의 대륙이동설을 인정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만화(교과

서 B,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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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에피소드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역사적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다양한 NOS 측면

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4가지 역사적 에피

소드(갈릴레이의 사고실험,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생물 대멸종, 파스퇴

르의 생물 속생설)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2]∼[표 4-5] 참고).

역사적 에피소드 별 분석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향성은 하나의 역사적

에피소드 내에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NOS 범주가 특정 NOS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과학 지식’

의 범주를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방식으로 다루었지만 다른 범주는 암시

적으로만 다루거나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각 역사적 에피소드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특정 NOS 측면은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표 3-2] 참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NOS 측면과 일치하였다.

1)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표 4-2] 참고)는 갈릴레이가 수행한

사고실험을 소개한다. 갈릴레이는 이 사고실험을 통해 ‘떨어지는 모든 물

체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다’는 법칙을 밝혀냈으며 그 결과 역학분야에

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사적 에피소드를 통

해 NOS 범주 중 ‘과학 지식’과 ‘과학적 실천’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

지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 지식’ 범주는 7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명시적

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중 6종의 교과서는 반성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

지만, ‘과학적 실천’ 범주는 단지 2종의 교과서에서만 명시적 표현과 반

성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은 과학 지식의 잠정적인 본성을 보

여주는 예로 과학 지식 측면에 대해 교과서 E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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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믿음이나 체

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

운 실험이나 관찰 결과가 많이 나타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

다임을 대체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한

다(교과서 E, p. 14).

또한, 다음은 교과서 E의 일부로 갈릴레이가 물체의 운동을 사고실험

을 통해 밝혀낸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며 사고실험이라고 하는 과학적 실

천이 과학 지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면모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는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물체가 중

력만 받아 자유 낙하하는 운동을 생각했다. 실제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실험'을 이용해 '자유 낙하하는 물

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며, 속력의 증가 정도는 무게와 상관이 없다

'는 것을 밝혔다(교과서 E, p. 15).

이 외에 다른 NOS 범주들은 일부의 교과서(1∼2종)에서만 NOS 언

급이 발견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는 범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목적

과 가치’ 범주는 교과서 A에서만 명시적으로 다루었고, ‘방법’ 범주는 교

과서 B와 E에서만 암시적으로 다루었으며, 사회-제도적 체계에서 ‘사회

적 인증 및 전파’, ‘사회적 가치’, ‘전문적 활동’은 단지 1종의 교과서에서

만 암시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과학적 정신’,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자금조달 체계’, ‘정치적 권력 구조’ 범주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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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에 대한 NOS 범주의 분포

NOS 범주

교과서

A B C D E F G

인지-인식

적 체계

목적과 가치 e - - - - - -

방법 - i - - i - -

과학적 실천 e* i* e i i* i e*

과학 지식 e* e* e* e e* e* e*

사회-제도

적 체계

사회적 인증 및
전파

- i - - - - -

과학적 정신 - - - - - - -

사회적 가치 - - - - - i -

전문적 활동 - - - - - i -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 - - - - - -

자금조달 체계 - - - - - - -

정치적 권력 구조 - - - - - - -

기타 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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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에피소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에피소드([표 4-3] 참고)는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5) NOS 범주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인지-인식적 NOS의 4가지 범주를 모두 표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에피소드는

주기율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학자들(예: 라부아지에, 되베라이

너, 멘델레예프, 뉴랜즈)에 의해 사용된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한 우연한 발견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방법’ 범주와 ‘과학적 실천’ 범주를 모든 교과서에서 표현하

였다. 또한, 잠정성과 같은 과학 지식의 본성 측면은 6종의 교과서에서

표현되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명시적 표현과 반성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는 ‘과학적 실천’ 범주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에

피소드는 ‘과학적 실천’ 범주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다음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학적 실천’ 범주를 표현한 예로 교과서 B의 일부분이다. 교과서

B는 되베라이너가 분류라고 하는 과학적 실천을 통해 ‘세쌍 원소설’이라

는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NOS의 ‘과학적 실천’ 측면을 암

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소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한 과학자는 1816년 독일의 화학자 되베라이

너로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데,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칼슘과 바륨의 평균값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그는 같은 성질을 보여주는 비슷한 3가지 원소들의 관계가 각 원소

5) 교과서 E는 ‘멘델례예프의 주기율표’ 에피소드에서는 7범주를 다루고 있었지

만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에서는 3범주, ‘생물대멸종’ 에피소드는 4범

주, ‘파스퇴르의 생물속생설’ 에피소드는 2범주를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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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세쌍 원소설'을 주장하였다

(교과서 B, 22)

[표 4-3]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한 NOS 범주의 분포

NOS 범주

교과서

A B C D E F G

인지-인식

적 체계

목적과 가치 e* - - - e* e i

방법 i i* i i e* i i

과학적 실천 e* e* e* e e* e i

과학 지식 ii - e* i* e* e* e

사회-제도

적 체계

사회적 인증 및
전파

- - - - - - i

과학적 정신 - - - - - - -

사회적 가치 - - i* - i - -

전문적 활동 - - - - i - -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 - - - i - -

자금조달 체계 - - - - - - -

정치적 권력 구조 - - - - - - -

기타 - - e - - - -



- 44 -

과학의 ‘목적과 가치’ 범주는 4종의 교과서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

른 역사적 에피소드에 비해서 가장 많은6)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인지-인식적 NOS의 4범주 중 ‘목적과 가치’ 범주

를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주목할 부분이다.

다음은 교과서 F의 일부분으로 과학자들이 자연의 규칙성을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측면을 설명하면서 과학의 ‘목적과 가치’ 범주를 명시적으로 다

루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

으로 본다. 즉, 과학자들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기본 법칙이 있으

며,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이 규칙을 알아 낼 수 있다고 믿는다.(교

과서 F, p. 20)

사회-제도적 NOS에 대해서, 교과서 B와 교과서 E는 7가지의 사회-

제도적 NOS 측면 중 3개의 범주(사회적 가치, 전문적 활동, 사회적 조

직과 상호작용)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 외의 교과서들은 거의 다루고 있

지 않았다.

3) ‘생물 대멸종’ 에피소드

‘생물 대멸종’ 에피소드([표 4-4] 참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는 범주는 ‘방법’ 범주이다. 교과서들은 생물 대멸종 사건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통해 ‘방

법’ 범주를 7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로 표현

6)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에피소드는 1종(교과서 A)의 교과서에서 ‘생물대멸종’

에피소드는 3종(교과서 B, E, F)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며 ‘파스퇴르의 생물속

생설’ 에피소드는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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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 외에 ‘과학적 실천’ 범주는 7종의 교과서 중 6종의 교과

서에서 표현하였지만, 이 중 하나의 교과서만 ‘관찰이 과학 지식의 성장

에 기여한다는 것’과 같은 명시적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5종의 교과

서는 ‘과학적 실천’을 단지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표 4-4] 생물 대멸종에 대한 NOS 범주의 분포

NOS 범주

교과서

A B C D E F G

인지-인식

적 체계

목적과 가치 - e* - - e* e -

방법 e* e* e* e* e* e* e*

과학적 실천 e i i* - i i i

과학 지식 e - - - i - e

사회-제도

적 체계

사회적 인증 및
전파

i - - - - - -

과학적 정신 - - - - - - -

사회적 가치 - - - - - - -

전문적 활동 - - - - - - -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i - e* - - - -

자금조달 체계 - - - - - - -

정치적 권력 구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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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적 NOS는 ‘사회적 인증 및 전파’ 범주와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범주만이 다루어졌다. ‘사회적 인증 및 전파’ 범주는 교과서 A

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범주는 교과

서 A에서는 암시적으로, 교과서 C에서는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

로 표현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제도적 NOS의 범주들이 암시적으로 표현

된 것에 반해, 교과서 C의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범주는 사회-제도

적 NOS에서 유일하게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다음의 예는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범주에서 명시적이고 반성적 표

현으로 코딩된 교과서 C의 예로 생물대멸종의 원인을 발견하는 과정에

서 많은 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학지식

의 발견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고

찰을 이끄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K-T경계층의 생성 과정이 소행성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다음과 같은 여러 과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까닭을 토의해 보자(교과서 C, p. 23).

4) ‘파스퇴르의 생물 속생설’ 에피소드

‘파스퇴르의 생물 속생설’ 에피소드([표 4-5] 참고)는 NOS 범주 중

‘방법’, ‘과학적 실천’, ‘과학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 세 범

주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NOS는 ‘방법’ 범주이다.

‘방법’ 범주는 파스퇴르의 생물 속생설 이론의 발견과정에 대한 연역적 탐

구방법을 설명하면서 7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반성적 활동과 함께 명시적

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은 ‘방법’ 범주에 대한 교과서 E의 예로 과학의 탐

구 방법 중 연역적 탐구방법이 어떠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떤 과

정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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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정을 세우고 추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자연 현

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귀납적으로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의문

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의문점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

를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수행하는데, 이를 연역적 탐구라고 한다(교과서 B,

p.36).

또한, ‘과학적 실천’은 모든 교과서에서 표현되고 있었지만, 파스퇴르

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의 결과가 생물속생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암시적으로만 표현되었다. ‘과학 지식’ 범주는 7종의 교

과서 중에 5종의 교과서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교과서들은 생물속생설과

자연발생설 사이의 대립을 통해 과학지식의 잠정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과학 지식’ 범주를 대부분 암시적 접근법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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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파스퇴르의 생물 속생설에 대한 NOS 범주의 분포

NOS 범주

교과서

A B C D E F G

인지-인식

적 체계

목적과 가치 - - - - - - -

방법 e* e* e* e* e* e* e*

과학적 실천 i i i* i i i i

과학 지식 e i i i - - i

사회-제도

적 체계

사회적 인증 및
전파

- - - i - - -

과학적 정신 - - - - - - -

사회적 가치 - - - - - - i

전문적 활동 - - - - - - -

사회적 조직 및
상호작용

- - - - - - -

자금조달 체계 - - - - - - -

정치적 권력 구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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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서 확인된 NOS에 대한 반성

적 활동을 범주화한 후, 생성된 범주를 기반으로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범주 별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1.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에 대한 설명

7종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범주화

한 결과 9개의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가 생성되었다([표 4-6], [표 4-7]

참고). [표 4-6]와 같이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유형은 ‘정해진 NOS

로 안내하기’와 같은 확인적인 범주에서 시작하여 ‘NOS의 다양한 가능

성에 대해 탐색하기’와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와 같이 좀 더 발산적이

고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범주로 확장되었다.

[표 4-6]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상위 범주에 대한 설명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유형
설명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NOS와 역사적 사례의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적으

로 다루어지는 NOS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교과서들은 학생들의 NOS에 대한 기초 개

념을 확립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활동들을 사용하고

있다.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

NOS 견해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활

동으로 NOS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한다.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기존에 논의 되고 있는 NOS 개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거나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NOS 개념

들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도록 활동

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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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9가지 범주에 대한 설명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유형 설명

정해진 NOS

로 안내하기

역사적 사례에서 NOS

확인하기

주어진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NOS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

NOS에 기반하여 역사

적 사례 설명하기

특정 NO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는 활동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

로 NOS의 세부사항

설명하기

역사적 사례에서 드러날 수 있는 특

정 NOS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활

동

서로 다른 NOS 비교

하기
서로 다른 NOS의 개념들을 역사적

사례의 예를 통해 서로 비교하고 역

사적 사례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

NOS의 다양

한 가능성

탐색하기

특정 NOS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찾기

과학이 발전해 온 역사 속에서 특정

NO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NOS 측면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

를 찾아보는 활동

특정 NOS에 대한 이

유 생각해보기

특정 NOS 측면들이 과학의 발전과

정에서 드러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

NOS의 적용가능성 평

가하기

특정 NOS가 어떤 과학 지식의 발전

사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

는 활동

논쟁적 NOS

로 초대하기

특정 NOS의 한계 및

장단점 설명하기

특정 NOS가 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NOS의 한계나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활

동

NOS 이해에 근거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내세우기

논의되고 있는 NOS 개념들을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

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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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이 범주는 교육과정에서 목표하고 있는 특정 NOS 개념과 역사적 사

례를 연결하는 범주로 이 유형에 속해 있는 하위 범주는 ‘역사적 사례에

서 NOS 확인하기’, ‘NOS에 기반하여 역사적 사례 설명하기’, ‘역사적 사

례를 바탕으로 NOS의 세부사항 설명하기’, ’서로 다른 NOS 비교하기’이

다. 이 유형에 속한 활동들은 목표된 NOS 개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다소 정해진 답이 있는 활동이다. 교과서들은 이

범주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 활동은 NOS에 대한 기초 개념 확

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 역사적 사례에서 NOS 확인하기

이 유형은 주어진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NOS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음은 굿이어가 합성 고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황에 의해 합성고무를 발견하게

된 역사적 사례 통해 과학자의 꾸준한 노력 속에서 일어난 우연한 발견

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과학의 면모를 학생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굿이어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보

자(교과서 E, p. 21).

또한, 교과서 A는 다음과 같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견하는 역

사적 사례를 통해 과학자들이 자연의 규칙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학의

본성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견하기 전에도 당시이 과학자들은 원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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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교과서 A, p. 22).

나. NOS에 기반하여 역사적 사례 설명하기

이 유형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의 본성을 기반으로 하여 역

사적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음의 예는 과학이 변하지 않

는 절대적인 지식이 아닌 과학 지식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과학

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이, 뉴턴을 거치

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법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

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이, 뉴턴을 거치며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보자(교과서 A, p. 21)

다음은 공룡이 멸종하게 된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알아낸 과정을 귀

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활동이다.

공룡 대멸종의 원인을 알아낸 과정을 귀납적 탐구 방법에 따라 정리해 보

자(교과서 D, p. 33).

다.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NOS의 세부사항 설명하기

이 유형은 역사적 사례에서 발견되는 특정 NOS를 설명하는 활동으

로 각 NOS의 측면들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요구한다. 다음의 예는 단순

히 역사적 사례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 53 -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의해 보

자(교과서 D, p. 15).

다음은 생물 속생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레디가 수행한 탐구과정을

기반으로 연역적 탐구방법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레디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레디의 실험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찾아 설명해 보자(교과서 G, p.43).

라. 서로 다른 NOS 비교하기

이 유형은 서로 다른 NOS의 개념들을 역사적 사례의 예를 통해 서

로 비교하고 NO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례 사이의 공통점

이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다음의 예는 귀납적

탐구과정을 사용한 역사적 사례와 연역적 탐구 과정을 사용한 역사적 사

례를 서로 비교하여 각각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보도록 하고 있다.

귀납적 탐구 과정과 연역적 탐구 과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자(교과서 C, p. 20).

2) NOS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기

이 범주는 NOS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발산적으로 NOS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이 범주의 하위 범주

는 ‘특정 NOS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찾기’, ‘특정 NOS에 대한 이유

생각해보기’, ‘NOS의 적용가능성 평가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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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 NOS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찾기

이 유형의 활동은 과학의 역사 속에서 특정 NOS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특정 NOS 측면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는 활

동이다. 다음은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사례를 찾아보도

록 하는 활동으로 과학사라고 하는 열린 사례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라고 하는 과학지식의 잠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찾아보도

록 하는 활동이다.

과학사를 살펴볼 때 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교과서 A, p. 21).

다음은 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노력 속

에 우연한 발견도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NOS를 과학사에서

발견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원소의 주기율표를 제외하고 과학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과정에서 우연히

과학 지식을 발견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교과서 E,

p. 25).

나. 특정 NOS에 대한 이유 생각해보기

이 유형의 활동은 특정 NOS 측면들이 과학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나

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음의 예는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과학의 본성의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는 까닭을 토의해 보자(교과서 C,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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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OS의 적용가능성 평가하기

이 유형은 특정 NOS가 어떤 사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도

록 하는 활동으로 NOS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한 활동이다. 다

음은 과학의 탐구방법 중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 지식에 따라 더 적절한 탐구 방법이 무엇

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보다 어떤 경우에 더 적절한지 토

의해보자(교과서 A, p. 39).

3)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이 범주는 특정 NOS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논쟁적인 NOS에 대한 열린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NOS 개념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이 범주의 하위 범주로

는 ‘특정 NOS의 한계 및 장단점 설명하기’와 ‘NOS 이해에 근거한 문제

에 대해 자신의 입장 내세우기’가 있다.

가. 특정 NOS의 한계 및 장단점 설명하기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NOS 개념의 한계점이나

장단점을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특정 NOS가 과학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설명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NOS 개념들의 한계점이나 장단점을 평가해 보도록 하는 활동은 학생들

의 NOS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이끌 수 있다. 다음의 예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의 한 탐구 방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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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한계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귀납적 탐구의 결과를 무조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귀납적 탐구의

결과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생각해야 하는 까닭을 자유롭게 써보자(교과

서 B, p.31).

나. NOS 이해에 근거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내세우기

이 유형은 논의되고 있는 NOS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

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과학 지식의 잠정성과 같은 과학의 본성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NOS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대 주기율표의 변화여부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소 분류표가 제시되었다. 원자 번호에 따라 배

열한 현대의 주기율표는 더는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될지 예상해보고 토

의해보자(교과서 F, p. 25)

다음은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와 협력하는 과

학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고찰해

봄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도록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혼자서 과학적 발견을 하거나 과학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생

각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교과서 D,

p. 27).

2.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에 대한 교과서별 빈도 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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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된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들을 유형별, 교과서별 얼마나 자

주 제시하고 있는지 그 빈도수를 조사하였다([표 4-8] 참고).

1)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범주별 빈도수

3개의 상위 범주에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범주가 가장 많은 50회,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는 18회,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는 11

회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들이 낮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범주인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와 같은 내용 확인적인 내용을 중점적

으로 다루고 있으며 좀 더 발산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NOS의 다양한 가

능성 탐색하기’나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범주는 적게 제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범주에서는 ‘NOS에 기반하여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기’ 범주가 가장 많이(25회) 제시하고 있었으며, ‘NOS의 적용가능

성 평가하기’ 범주가 가장 적게(3회) 제시하고 있었다.

2)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교과서별 빈도수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빈도수를 교과서별로 분석한 결과 교과

서 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빈도수가 가장 큰 교과서는 교과서 E로 총

30회의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가장 적은 교과서는 교과서 D, F, G로 총

4회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 횟수가 가장 큰 교과서와 가

장 적은 교과서가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점으로 교과서

별로 학생들의 NOS에 대한 이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범주는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

었지만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와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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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 D와 F는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교과서 A, D,

G는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범주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교

과서 D는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NOS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와 ‘논쟁적 NOS로 초대하기’

의 두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들은 다양한 유형의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제시하

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었지만 몇 가지 유형들만 제시한 교과서도 있었

다. 예를 들어 교과서 E는 9가지 유형 모두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교과서

D는 3가지 유형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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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의 교과서 빈도 수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 유형

교과서에 제시된 빈도 수

A B C D E F G 합계

정해진 NOS

로 안내하기

역사적 사례에서 NOS

확인하기
1 1 4 - 5 1 1 13

NOS에 기반하여 역사적

사례 설명하기
7 2 2 2 9 2 1 25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NOS의 세부사항 설명하

기

1 1 1 1 3 - 1 8

서로 다른 NOS 비교하

기
- - 2 1 1 - - 4

NOS의 다양

한 가능성 탐

색하기

특정 NOS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찾기
1 5 - - 3 - 1 10

특정 NOS에 대한 이유

생각해보기
- 2 1 - 2 - - 5

NOS의 적용가능성 평가

하기
2 - - - 1 - - 3

논쟁적 NOS

로 초대하기

특정 NOS의 한계 및 장

단점 설명하기
- 1 - - 4 1 - 6

NOS 이해에 근거해 문

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내세우기

- 2 1 - 2 - - 5

합계 12 14 11 4 30 4 4 79



- 60 -

5. 결론 및 제언

전반적으로, 분석결과는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을 통해 NOS를 가르치

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의 가능성과 남겨진 과제를 보여준

다. 먼저, 교과서에서 나타난 NOS 표현은 과학의 인지-인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NOS의 사회-제도적 측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이 과학의 인지-인식적 측면에 관한 성취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들은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 별로 특정 NOS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

는데, 이는 다양한 NOS 측면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과학실천에서 인지-인식적 NOS와 사회-제도적

NOS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Allchin, 2011; Erduran & Dagher, 2014; Hodson, 2014), 학생들의 보

다 풍부한 NOS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는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 내에

서 가능한 다양한 NOS 측면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

를 드러내야 한다.

둘째, 과학탐구실험 교과서가 NOS를 표현하는 방법과 NOS에 대한

더 깊은 반성을 유도하는 방법은 NOS 학습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NOS에 대한 교수학습에서 명시적-반성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예: Akerson et al., 2000;

Khishfe & Abd-El-Khalick, 2002),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대부분의 교

과서들은 NOS에 대한 명시적 표현과 반성적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Abd-El-Khalick et al., 2008; McDonald, 2017). 이러한 점

에서 대부분의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들은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NOS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각각의 역사적 에피소드에서 강조된

특정 NOS 측면에 제한되어 있었다. 향후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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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사용한 NOS 학습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적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NOS 측면들을 다루는 활동들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주목할 점은 암시적 NOS 언급의 중요

성과 가치이다. NOS 교수법에 대한 문헌들은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NOS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해 왔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암시적으로 주어진 NOS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암시적

표현들은 학생 개인의 과학 지식, 과학을 둘러싼 인간 사회의 역동을

NOS와 연결시키며 NOS를 맥락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Allchi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롯한 많은 과학

교과서 연구에서 상당한 수의 암시적 표현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들이

NOS 교수에서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암시적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학

생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

사가 가지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파스퇴르가 백조 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생물속생설의 증거를 제시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교사는 모든 교과

서에 암시적으로만 제시된 ‘실험적 증거가 가설을 지지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탄생에 기여한다’는 과학적 실천의 면모를 학생들에게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가설을 지지하는

경우는 없을까?’, ‘자연발생설을 지지한 생물학자들은 어떤 실험을 하였

으며, 어떤 점이 잘못되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과학적 실천의 본

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도 있고, 생물 속생설을 파스퇴르 시대 유럽

의 종교적, 문화적 세계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제도적 NOS를 명시화할 수도 있다.

넷째,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NOS에 대한 반성적 활동들은 내용

확인적인 범주인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학생들

의 NOS 이해에 있어서 좀 더 발산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NOS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기’나 ‘논쟁적 NOS로 초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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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으며 다양한 유형

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해진 NOS로 안내하기’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더 정교하고 풍부한 NOS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보다 정교한 NOS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해진 NOS를 역사적 사

례와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사례나 탐구활동과 같은 다양

한 맥락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NOS에 대한 개념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NOS 개념들을 비판 없이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NOS에 대한 견해를 내세울 수 있어

야 하며 NOS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 NOS 교수법에 대한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성적 접근법

(reflective approach)을 고려했을 때, 교과서는 NOS의 다양한 관점이나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NOS는 과학교육의 고전적 과제이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

다(Lederman, 2007). NOS와 탐구 지향 과학교육 개혁으로서의 ‘과학탐

구실험’ 교과목의 독창성과 중요성은 NOS와 탐구를 과학 내용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과목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과학교육에서

NOS를 명시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많은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NOS를 강조하는 교

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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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예
NOS

범주

교과서

위치
쪽

A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노

력의 산물이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한다.

기타 도입 16

A

지질학자인 월터 앨버레즈가 구비오 지역 지층

의 암석을 채취하였고, 물리학자인 루이스 앨

버레즈는 다른 동료 과학자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원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생

대에서 신생대에 걸친 약 400 m 두께의 지층

에서 중생대 지층이 끝나는 부분, 즉 K/T 경

계인 347.6 m 부분의 이리듐(Ir) 함량에서 특

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사회적

조직과

상호작용

본문 30

A

앨버레즈 연구진은 1980년에 중생대 말 생물

대멸종의 원인에 관한 학설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인증과

전파

본문 32

B

만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원래 붙어 있

었던게 아닐까? 빙하 흔적이나 화석 분포, 지

질 구조의 연속성을 보면 대륙이 이동한 것이

분명해. 여러분 이런 증거로 인해 대륙이 오

래전부터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어떻게 대륙이 움직인단 말이오.

이후 맨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등이 발표되

며 베게너의 주장이 인정받게 되었다. 대륙은

이처럼 판게아라는 큰 대륙에서 갈라져 이동해

왔답니다.

사회적

인증과

전파

도입 12

B

이 곰팡이에서 추출된 물질은 곰팡이의 학명을

따서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이는 실패가 관찰력, 통찰력에 의해 위대한 과

학적 업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페니실린으로

전쟁터에서 다친 수많은 군인의 생명을 구하였

다.

사회적

가치
도입 18

B
18세기 말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영국의

과학자 캐번디시와의 만남에서 물이 더 간단한

사회적

조직과
도입 20

<부록> 사회-제도적 NOS에 대한 교과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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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것이 산소와 수소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상호작용

B

물과 같은 화합물의 이름을 정하는 작업을 하

던 중 각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이용

하여 이름을 나타내기로 한 뒤, 이러한 기본

물질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 즉 '원

소'라 정의하고 1789년[화학개론]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최초로 원소표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활동
도입 20

C 과학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기타 본문 1

C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에는 천동설이 딱 맞았

어"-(과학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인증과

전파

본문 14

C

K-T경계층의 생성 과정이 소행성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다음과

같은 여러 과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있었다. 이

와 같이 과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까닭을

토의해 보자.

사회적

조직과

상호작용

본문 23

D

스팔란차니가 니덤의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것

을 지적하였지만 생물 속생설은 인정받지 못하

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사회적

인증과

전파

도입 36

E

자동차 타이어, 튜브, 구멍 보트, 각종 부속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 고무는 놀랍게

도 우연히 발견되었다.'고무에 미친 인간'이라

고 불린 굿이어는 가난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

서도 고무 연구에 매달렸다. 당시 천연고무는

고약한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날씨

에 녹아버려서 생활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사회적

가치
도입 21

E

프리스틀리는 이 기체를 얻는 방법을 라부아

지에에게 알려 주었고, 라부아지에는 이 기체

의 특성을 추론하고 새로운 연소 이론을 만들

었다.

사회적

조직과

상호작용

과학글

쓰기
27

E

라부아지에는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연소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물질에

서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간 결과가 아니라, 물

전문적

활동

과학글

쓰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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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산소(라부아지에가 붙인 새로운 이름)와

결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
이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회적

가치
도입 14

F

물체의 낙하에 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분석은 1638년 출

간된 그의 저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

와 수학적 논증"에 실려 있다.

전문적

활동
본문 19

G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처음 접한 과학자들

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가 예측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과학적으로 인정받

게 되었다.

사회적

인증과

전파

과학자

이야기
33

G

코흐는 결핵균을 발견하여 세균이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세균 병원설을 주장하였다. 전염병

을 일으키는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밝혀지

자 병원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소독법과 멸

균법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수술 후 상처 부

위의 감염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

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이 토대가 되었다.

사회적

가치

과학의

발달사
48

G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고, 확스먼은 흙 속에 사

는 세균을 연구하여 강력한 항생제인 스트렙토

마이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항생제를 이용

하여 세균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는 수 많은 환

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과학의

발달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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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science (NOS) is becoming a core component of both science

education research and curriculum policy around the globe. In particular,

how textbooks should portray NOS aspects have been of keen interest to

science educators. The newly revised 2015 national science curriculum

introduces a subject “Scientific Inquiry and Experimentation”(SIE) to

develop students' understanding of NOS through inquiry into the process

of creating and using scientific knowledge.

SIE deserves scholarly attention since it is the first curricular

effort in Korea to explicitly teach NOS (and science inquiry) as a

separate school subject. In order to explore how NOS is approached

and treated in SIE, we analysed seven SIE textbook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hapter titled “Science Inquiry in the

History” was selected for analysis, since the national curriculum

specifies NOS as the key learning goal of this particular chapter.

We examined in detail all textbook elements such as text, inquiry

activities, figures, photographs, sidebars, and illustrations to identify

whether the sentences included references to NOS. This was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of NOS aspect that each sentence refers to.

During the coding process, we used Erduran & Dagher’s (2014)

“Reconceptualized FRA-to-NOS” (RFN) as our analytical framework.

In the next phase, each identified reference to NOS aspects was

coded as an explicit or implicit re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we

examined whether textbooks present each aspect of NOS including

reflective activity for NOS.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extbooks tend to

concentrate on the cognitive-epistemic aspects of science, while

social-institutional NOS is largely underrepresented. Second, i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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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ethods of representation, cognitive-epistemic NOS aspects

were usually addressed explicitly, often with reflective activities.

Third, Within one episode, the explicit representation and reflective

activities were concentrated on one dominant NOS aspect. These

specific NOS aspects was identical to the ones specified as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urriculum.

Next, to investigate the type of reflective activities for NOS, we

first identified the reflective activities for NOS presented in the

textbooks. A total of 79 reflective activities for NOS were found in

the seven textbooks. Secondly, we have inductively categorized the

identified NOS reflection activities. As a result, nine subcategories

and three categories (guiding to declarative NOS ideas, prompting to

explore diverse possibilities, inviting to controversial NOS) were

created.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NOS reflection activities in each

category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textbooks were focused

on the category 'guiding to declarative NOS ideas', while the

categories 'prompting to explore diverse possibilities' or 'inviting to

controversial NOS' were rarely presented.

Overall, the analysis revealed bo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Korea’s new subject SIE in teaching NOS as a separate school

subject. First, the NOS representations in the textbooks were

concentrated in the cognitive and epistemic aspects of science.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itself is

composed of achievement standards that mainly concerns epistemic

aspects of science. In addition, textbooks tended to focus on

addressing one central NOS idea in each historical episode, which

means that diverse NOS aspects were not represented in a holistic

manner. Textbooks should embrace NOS aspects that are as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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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ossible and reveal their dynamic interrelations within each

historical episode.

Second, the way SIE textbooks addressed NOS aspects and

prompted further reflection on them also carried significant

implications. Most SIE textbooks gave students proper opportunities

to develop NOS understanding by means of reflective activities.

However, this effort was usually limited to the ‘focal’ NOS aspect

emphasized in each historical episode. It would be necessary for

textbook authors to include activities that can address multiple NOS

aspects in one episode to maximize the NOS learning potentials of

historical episodes.

Third, the textbooks presented few activities corresponding to

'prompting to explore diverse possibilities' and 'inviting to

controversial NOS' and they did not present various types of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flective approach emphasized in

the study of NOS pedagogy, textbooks need to adequately address

activities that discuss the various perspectives of NOS and the

controversial contents.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informative to

curriculum-makers and textbook authors around the world in

transforming the history and nature of science into curricula and

educational materials.

keywords: nature of science, scientific inquiry, textbook, scientific

inquiry and experimentation, reflective activity, 2015 national science

curriculum textbook, family resemblance approach

Student Number: 2017-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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