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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科學活動은 λ、間이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알고저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손과 머리가

意、味있게 어울리는 활동으로 創意性， 實證性， 論理性등을 특정으로 하는 발전적 순환과정

이라 하겠다. 科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理解와 그 過程에서 試圖해온 探究方法， 그리고

함양된 態度로 인류문화의 知性과 했率的인 물질생활등에 크게 공현 하였다. 그러 나 일부

지나친 科學主義와 誤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非A間化의 경향에 대한 두려움과 科學技術

의 혈機能現象에서 오는 각종 피해 해문에 비난을 받게도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그 應用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멸망에 깊이 관여 됨ξ로서 科學哲學，

科學社會學등에 대한 관심이 高期되고 있A며 아울러 그 분야의 연구가 크게 부각되고 있

다. 또한 세계 각국은 과학발전의 관건인 科學A、力의 양성과 전 국민의 과학 敎養을 위한

커국적 활동을 대규모로 展開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寶情이다(Lockard， 1970). 어느 國家

를 막론하고 “科學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努力을 碩注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

는 정부정책에 優先順位로 등장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가 자연현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疑問을 갖게 되는지， 擺念形成을

어떻게 하는지， 創意力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科學精神이 어떻게 함양 되는지등의 과학학

습의 근원적인 因果關係를 명확하게 밝히지 뭇하고 있다. 근원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대상별 과학교육 목표의 설정이나 내용 선택에 價f直있는 판단을 하고 效率的인 구현방

안을 수럽하기 어렵다. 여기에 多A數 學級， 부실한 실험 시설 및 기구， 未備한 교사의 資

‘質， 바람직 하지 못한 입시제도등은 더욱 과학교육을 困境에 빼-뜨리고 있다.

그러기에 아마도 그러한 現實的 問題와 어려움을 극복 하고저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科

學敎育昭究”라는 활동이 여러형태로 벌어져 오고 있다고 여겨지며， 많은 기관과 단체가 존

재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대 학과 사범 대 학 부설 科學敎育%究所가 17개 있오며 과학교육과i

소속 敎授가 100여 명 이상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연구원이 있고 과학교육담당

연구자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과학교육 연구실이 있으며 문교부는 매년 과학교육 연구

* 本論에서 科學은 멈然科學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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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융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A며 각 시도교육위원회도 그러하다. 매년 대한교육연합회가

주최학는 昭究大會에 보면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상당한 수외 교사가 과학교육 분야의 문제

를 연구한다. 한펀 자연과학교육연구회， 한국과학교육학회， 초등과학교육회，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분、과， 대한화학회 화학교육분과， 생불과학협회 생물교육학회， 지구과학교육회등이

學術的集會를 하며 論文集을 발간하고 있다.

그려나 과학교육연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왜 연구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評

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이 무엇인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드디

어는 일부 대학교에서 科學敎育 ε博土課程의 설치 문제가 대두 되기까지 이르렀다(附錄參

照).

그렉하여 本論은 먼저 과짝과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 개 념 과 과학교육연구의 性格을 논함

으로서 연구의 目標블 설정하고， 둘째로 과학교육 연구내용의 領域을 分類하며 각 영 역의

빠究課題를 예시하고， 셋째로 과학교육연구의 接近原理와 昭究方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와 아울러 과학교육연구자의 資質과 彼劃 그리고 연구기관에 대하여 논의 함오로서 , 괴·

학교육연구의 한 가설적 모행을 構想、해 보려고 試圖하였다.

전체 에 걸친 基本立場으로서 , 연구의 性格을 굳°1 기 초과학무로서의 학문적 연구로만 한

정 시키려고 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시행착오의 기좋개발 형태로 과학교육연구를 규정 지으

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됩然科學이나 -般 敎育學의 연구뱅-법본을 중요시 하였지만 그

대로 混合해서 모방 하거나 기계적인 문헌 수칩에 편중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 敎科敎

育의 연구를 意味있게 자리 잡오려는 意圖。1지만 이 논의의 결과가 열마나 쫓當한 것인가

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활동이 시행된 후에 평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론은 어떤 상당한

根據나 實驗을 바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經驗을 바탕우로한 直觀에서 출발하여

다소의 합려성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洞察이오 假說的 素趙이기 때문이다.

n. 科學敎育冊究의 性格과 目標

科學의 本性에 대한 이해나 科學敎育의 意味規휠등에 대한 견해에 따라 과학교육연구의

성격이나 목표설정을 근원적으로 달리 할 수 있을 것이으로 먼저 과학과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한 국변을 논의할 펄요가 있다. 그러 나 과학철학이 나 과학교육이 폰을 체계 적 드로 논의

하려는 것이 아니고 意思減通을 위해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의 k옮性을 일부 항목화 하여 예

시 하려고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과학교육연구의 성격올 논의하며 몇가지 偏見이라고 판단되는 점올

지적하고 과학교육연구의 직접적인 중요 目標의 設定을 중심오로 하여 연구의 意義를 밝히

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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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科學의 特性

나겔 (Nagel， 1961, 1-14)은 科學과 常識의 차이점을 분석척으로 항목화 하여 논의한 바가

있지만， 코난트(Conant ， 1951, 25)는 매우 감단하나 의미있게 괴-학을 “관찰과 실험오로 말마

암고 또 새로운 有用한 질험과 관찰료 이끄는 일련의 개념과 개념체계” 또는 理論을 형성

해 나가는 過種이 라 하였다. 과학을 단순히 靜的인 結果로만 보지 않고 動的안 過程을 중

요시 하는 엽 장이 라 하겠다. 科學의 過程은 과학적 탐구정신과 능력을 포함하며 그러한 탐

구과정의 결과는 혁슬리 (Huxley , 1959) 의 말과 같이 知的結果(mentifacts) , 技術的結果

(artifacts) , 그리고 社會的結果(socifacts)등을 포함 한다.

과학적 탐구정신은 크르크흔 (Kruckhorn， 1953)이 말하는 自然위에 서는 태도로， 하니 (Haney,

1964)는 8가지 로， 그리고 디드리츠(Diedrich‘， 1967)는 20가지 로 그 속성을 분석한 바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美國敎좁政策委員會는 “敎育과 科學精神" (Edacational Policies Commission ,

1966 , 15-27) 에 서 과학교육의 價f直로서 아래와 같은 과학정신의 특정을 항목화 하였다.

1. 알려하고 이해 하려는

2. 모든것에 질문하는

3. 데이터와 그 뜻을 찾는

4. 확안을 요청하는

5‘ 논리를 존중하는

6. 前提플 再考하는

7. 結果플 再考화는

과학적 탐구능력은， 과학활동에 있어서 약품과 기계를 다부거나 생물을 사육하는 身體的

技能과 科學的 思考力을 포괄하는 것으로， 前者는 技術技能과 구별하기 어렵고， 後者는 이

른바 反射的思考， 分析的思考， 數理的思考 能力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두 범주의 활동

이 전혀 별개로 행하여 지지않고 자연의 사불과 현상을 理解하려는 목척으로 의미있게 어

윷란다는데 특수성 이 았다고 하겠다.

미국과학진흥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약칭 AAAS)

의 科學課程은 과학의 기초능럭으로서 (Livermore, 1964)

1. 관찰하기

2. 분류학기

3. 측정하기

4. 의사소통학71

5. 추려하기

6. 예엄하기

7. 공간과 시 간 관계 알아보기

8. 數 관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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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 열거하고 있오며， 과학의 結合的 能力오로 다음 항목을 들었다.

9. 가설을 세우기

10. 操作的 定義 내리기

11. 變因을 統制하기

12. 실험하기

13. 데이터를 해석하기

14. 모형을 세우기

師 大 論 驚 (21)

마지노 (Margerau， 1950)는 經驗이 란 감각 뿐만 아니 라 느깡， 추측， 思考등을 포함하며， 이

러한 능동적 경험으로부터 과학 개념을 형성하고 이론을 세우는데 공헌하는 形而上學的 原

理를 아래와 같이 6가지 제시 하였다. 이들은 항목화 되어 있지만 서로 얼마간 겸치는 屬

性도 있고 關聯도 있다. (Margenau , 1950, 75-99)

1. 論理的 可能性

2. 多重的 連鎭性

3. 永遠性과 安定性

4. 構成의 據張性

5. 因果律

6..單純性과 優雅性(elegance)

그러나 과학의 탐구과정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특정은 귀납적이오 가설연역적인

짧展的 領環過程이라 하겠다. 과학은 사실에서 출발하여 사질로 되돌아 감으로서 계속 試

驗을 받는다는 것오로， 케미니 (Kemeny， 1959)의 “순환과정"(cyclic process) 과 마지노 (Mar

genau, 1950)의 “질증의 순환" (The circuit of verification) 圖形이 이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科學的(scientific) 이 란 英語 單語는 知識 (scientia)과 制造 (facere)라는 휘 랍어의 복합적 안

語源을 가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보다 知識의 使用에 의한 解決的， 또는 科學的 技

術에 의 한 機械的언 뜻으로 쓰이는 경 우가 많은것 같다. 과학적 방법은 知識製造方法 즉

理論을 形없하는 方法오로 오랜 인간의 文化속에서 발전해온 복합적인 過짧이라 하겠다. 과

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이른바 5단계플 거치면 우슨 문제든지 기계적으로 폴리는 방법이라

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과학적 방법이 어떤 알려진 단계들의 순서에 지나지 않

는다면 그것들을 빨리 외워 버리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문제아던 곰 풀어 낼 수 있을 것이

지만* 정말 그러한 방볍이 있을 것인가? 일직이 죠지 (George， 1936)는 “과학적 탐구 그 자

체는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藝術이나 技術”이라 하였다(Beveridge，. 1957). 그러기에 완전한

예술작품을 기대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完全한 과학아론을 “證明”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포퍼 (Popper, 1959)등의 주장과 같이 과학의 과정은 어느 면에 있어서 “反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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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程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創意的이고 實證的안 과학활동￡로 말미암아 과학의 발전은

知識量의 팽창을 加速化시키고 있다. 대개 서구 학문의 시작이 哲學에서 비훗된 것과 같이

自然科學의 시작이요 기본인 物理學의 前身도 “멈然哲學”이었다. 近代物理學아 力學을 우

선으로 하여 天文學과 어울려 단생한 이래 電磁氣學， 相對性 理論， 量子理論， 統計力學등

은 분자， 원 자， 핵 , 그리 고 10→14cm이 하의 크기 인 소엽 자의 微視世界플 탐구하기 에 이 르렀

고， 한편 이 른바 아인슈타인의 득F庫半쩔이 라는 1010光年의 巨視世界를 도전하기 에 이 르렀

다. 또한 화학， 생물학，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천문학등의 발전은 과학지식의 “폭발”을

초래하게 하였다. 1750년대 에 10여 가지 이 던 과학 학술지가 1970년대 에 는 40，000여 종이 넘

는다는 것으로 어느 과학자도 이 과학지식을 전부 알 수 없게 되었다. 오펜하이머

(Oppenheimer, 1958)는 과학지식의 “증가율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바가 있다.

과학의 본성을 좀더 밝히려면 과학의 憐接領域인 數學， 技術工學， 科學社會學을 간략 하

게나마 고찰해야 될 것 같다.

만일 과학이 측정을 통한 數量化를 도모하지 않었다면 현대과학과 같은 발전은 이룩하지

못 하었을 것이다. 과학의 중요한 言語인 數學은 과학과기술공학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

니라 또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예컨데 뉴우튼이 質點의 개념으로서 지구와 달의 萬有引力 관계가 地上의 물체와 크기를

인정해야 하는 地球 전체와의 重力을 計算하기 위하여 20여 년간에 걸쳐 微積分을 연구한

例는 과학이 수학발전에 공헌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電子計算機의 개발은 상크스가 원주

율 π값의 707지 리 값을 일생동안 구한 것을 단 1초에 구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527

자리에 잘못이 있었읍도 밝혀주었다. 19세 기 까지만 해도 不可能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전

자계산기에 의하여 近來에 해결된 것이 많다. 그 반면 편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이 양자

이론에， 미분기하학과 위상수학약상대성 이론에， 群論이 고체물리학과 소업자론등에 공헌

함으로서 물리학이 물리학자들에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소리까지 듣게 하였다. 결국 理論物

理學이 라는것은 自然을 數理的으로 모형화 하여 보려 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科學과 技術은 역사적으로 볼때 태동기에는 서로 무관하게 흔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하

였지만 산업혁명 전후에， 왔트나뉴코먼등의 熱機關 연구가 熱力學을 이끌은 것과 같이， 기

술의 발전이 기초과학을 발전시킨 例가 있다. 또한 쿠롱， 파라데이， 막스웰등의 電氣와 磁

氣의 船究가 오늘날과 같은 電氣文明 시 대 를 。1 룩한 것은 基廳科學의 발전이 工學을 발전

시키고 技術과 어울려 훌흩業I社會로 이끈 경우라 볼 수 있다.

現代에 이 르면서 이 러 한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중요한 양상이 바뀐것은， 첫째 로 과학과

기술 및 공학이 별도로 발전하기 어렵고 서로 相補的이라는 점과， 둘째로 기초과학의 연구

와 그 응용의 시간 간격이 접접 짧아 진다는 점이다. 前者의 예는 현대 물리학과 電子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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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며 한편， 後者의 예는 사진의 경우가 원리의 발견 (1727년)과 널

리쓰인 시간 간격이 1세 기 이 상 결런데 비해 1947년에 연구된 트랜지스터가 널리 응용된 것

이 3년 밖에 걸려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 (Pie! ， 1959, 281)의 주장은 괴거 300여 년

전만 하여도 발명과 기술이 잘 이해도 되지 않은채 算術的으로 증가 하던 것이 근래에는

幾何級數的S로 증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大規模 科學(Price， 1963)과 강력한 科學的技術工學으로 인하여

산업과 경제체제는 물론 國防， 外交등 국가의 기본 문제와 인간의 思、考方式과 生存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려하여 科學은 복합적인 면모를 파악하지 않오면 誤解하고 偏見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

졌다. 쉴링 (Schilling, 1958)은 과학의 중요한 면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로 분석한 바가 있다.

1. 체계화된 知識으로서의 과학

2. 인식하는 한 方法으로서의 과학

3. 經驗의 한 영역으로서의 과학

4. 技術의 한 원천으로서의 과학

5. 知的 및 道德的 영향의 한 요소로서의 과학

6. 한가지 社會的 企業으로서의 과학

L. 科學敎育의 準據

自然과 科學융 대면하여 경험하고 탐구함으로서 理解하는 것을 科學活動이라고 하변， 이

러한 활동은 어느범위에 걸쳐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專門으로 하는 사람을 科學者라 하고

전문적인 과학자의 과학활동은 과학연구라 할 수 있다.

자연과 과학의 A文社會性에 대한 認識過程을 과학인문사회활동이라고하면， ?l 러 한 활

동 역시 누구나 어느 범위에 걸쳐 하겠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科學哲學者， 科

學社會學者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과학의 인문사회성 연구라 할

수있다.

과학활동과 과학인문사회활동을 통해 의 미 있는 行動變化가 나다나는 “현상”을 科學學習

。1 라고 하면， 어느 수준이던 인간은 누구냐 과학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의도적으로 과학학습을 計劃하고 이끌거나 自我實現을 협조하는 과정을 科學

敎育이라고 하면， 어 떤 형 태 이 던 직 접 간정 a 로 과학교육을 전운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科

學敎育者라 할 수 있다.

기초적 이오 기본적 인 과학교육이 全人敎育의 -環으로 수행되는 것을 科學敎養敎育이라

하고， 그에 터하여 연구와 같은 전문직을 위한 교육을 科學專門敎育이라청의 한다. 이 두

법주는 서 로 무관한 것도 아니지 만 雨者가 반드시 後者의 단순한 하급 수준만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오로서 本論은 두뱀주를 區分하여 포함 하였오며， 전자를 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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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그러 나 후자에 대해 전혀 언급을 회피하거 나 전자의 논의와 전혀 無關하다고는

判斷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의 과학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워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근원

적 요인만을 그 準據로 제시한다.

1. 科學性 準據

자연의 사불과 현상을 학습자가 對面하고 經驗하는 상호작용은 과학활동의 시작이요 과

학학습의 本質的인 것으로 펄수적 인 요인이 라 하겠다. 자연과의 상호작용은 취학전의 놀이

나 일상 생활의 경험 또는 학교 교실에서의 활동이나， 전문적인 실험을 불문하고 과학교육

에 흉§請되는 사항이 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필수조건이지만 充分條件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각급 대상에 대

하여 무슨 相互作用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가치롭고 효율적인 것인가，

대면활동이 시행착오에 머묘르지 않고 개념형성과 창의릭 함양으로 연결 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指導해야 할 것인가등은 근거있게 연구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자연과학은 自然속에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에 의해서 形成되어 인

간속에 추상적인 기호로 의사소통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고찰 한다면， 과학학습자는

자연과의 대띤과 더불어 科學을 對面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연의 탐구과정

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과학을 형성하는 것은 科學者들의 本業이요 理想的인 科學學習의 표

본오로 일반적인 과학교양교육에서도 깊이 연구될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 기성 과학지식이

인류문화속에 傳達홉積되어 온 것이 과학발전에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안정한다면， 비록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제시라 하더라도 축적된 과학지식의 일부를 직접 또는 案內된 採究過

程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은 용인 될 수 있다. 한편 과학학슴에 있어서 모든 과학의 내용을

實驗輯察을 통해서 “재말견”하거나 확인할 수 없지만， 전혀 또는 거의 실험관창의 기회가

없이 글과 말로 과학을 읽고 듣는것 만오로 과학교육이 시종 일관될 수 없다.

비록 과학지식 없이 자연을 대면하는 것은 原始的이지만， 본질적으로 참다운 과학의 始It

이라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다. 한펀 싣험관찰의 기회가 없이 과학을 주업하는 것은 그 자

체로서는 질증적 장의력을 함양시키는데에 의문이 있지만 어느정도 질제적인 면이 없지 않

아 있다. 그랭기 때문에 가치있는 과학교육의 효율적 구현 방안의 判斷이 어렵다.

과학이 현대에 이휴려，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우리 개개안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로 부

려 국가사회와 전 인류의 문화권에 깊은 影響을 끼칠 것이므로 과학의 본성과 역사， 응용

과 그 영향 등 과학의 人文社會性을 인식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과학 이외

의 다과목에 이양 할 수 없다는 엽장은 과학교육에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는 또 하나의 요

인이라 하겠다.

과학교육의 첫째 준거를 간략히 “과학성”이라 하였지만 그 준거가 내포하는 법위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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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3가지 요인오로 지적될 수 았다.

師 大 論 覆 (21)

1. 자연의 사불과 현상

2. 과학

3. 과학의 인문사회성

2. 兒童性 準據

아동성이란 반드시 연령적으로 어린이만 염두얘 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육받야야 할 被

敎育者라는 의미를 지난 것으로 이해 할 것이 요청된다. 인간의 변화는 크게 肉體的인것과

精神的인 것으로 구분 지올 수도 있고， 부룹(Bloom， 1956)의 目標分類와 같이 때的， 情意的

및 身體的 領域으로 구분 지윷 수도 있겠다.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성을 띤 行動變化는 앞서 과학의 특성에서{밝힌바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흉흉因으로 범주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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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3ilJ識의 理解는 과학의 사실， 개념， 법칙， 이본의 기역과 이해뿐만 아니라， 자연관，

과학의 본성과 방법， 그리고 인문사회성에 대한 평가적 인식을 표함한다‘

科學能力의 {법張은 신체적 영액과 관계 있는 技能 및 과학적 사고력을 포함한다.

科學精神의 i핍養은 과학교육의 情意、的 영 역 ￡로 과‘학의 흥미 , 과학에 대 한 긍정 적 태 도，

과학의 가치관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계층 또는 질적 변화가 언제 어떻제 일어 나는지 그 대상 수준을

진단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學校 敎育制度를 국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구분하고， 科學觀養敎育을 막연

히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말하지만 그 계층간에 어떤 특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볍다.

아마도 삐 아제 (Piaget, 1969)의 지적발달이 나 그에 이은 콜버그(Kohlberg， 1975)의 도덕심발달

과 같은 연구가意味있는基準點을제서해준다고 하겠지만， 질제로 그러한 이론은 시간， 공

깐， 물질의 보존등의 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뤄졌마는 점에서는 과학교육 연구

의 업장을 再考하게 한다.

3 社會性 準據

科學의 형성 이천이나 이후에도， 족 과학의 ·존재와는 우관하게 自然現象이 벌어지고 있

는 것과 같이， 科學學習理論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아동은 자연과 대면하고 어느 범

위에 결쳐 科學學習은 이뤄진다고 하겠으나， 기성 세대의 의도가 착용하는 科學歡育’은 社

會文化的 過程이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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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리고 무슨 변화를 어떻게 계획하여 의미있는 全A敎育의 일환으로 과학교양교육 또

는 과학전문교육을 지혜롭게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 하기 위한 법주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를

들 수 있겠다.

(}) 과학교육을 위한 가치판단과 이념설청

():) 과학교육의 효율적 구현방안의 계획

(-'0 과학교육자 양성과 조건

( ~ ) 과학교육 시설과 자료의 개말 및 환경조성

(..L) 과학교육의 장학과 행 정 체 제 의 확립

(..lL) 과학교육 연구체제의 확립

어느 사회이던 그 사회는 사회문화적 행위로서 과학교육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어떤 형

태로던 과학교육의 목표설정과 내용선택에 그 理念에 준한 價植判斷을 한다. 이것은 반드

시 국가 수준이라는 돗은 아니지만 그러한 上水準부로 부터 지역， 학교， 교사수준에 이르

는데 이것은 전치l적￡로 사회문화적괴정이라 하겠다. 이것은 기타의 모든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 한 理念을 效率的￡로 구현하기 위 하여 구체 적 인 방안을 國家的 水準오로 부터 과학

교사에 이르기까지 세우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현명한 일이라 하겠지만， 과학교육지의

哲學과 피교육자의 必흉흥 및 사회적 理念이 어떻게 調和블 이뤄야 할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교사의 실력과 태도 및 교육조건등은 교육의 관건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좋은

의미루만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는 意、圖的오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실험실， 야외실습

장， 시설， 기구，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실내외의 물질적 및 사회심리적 環境을 조성하지

만 과학교육의 장학활동과 행재 정 체제 를 合理的 o로 확립하고 經縮的으로 수행 해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상의 제반 문제는 기본적인 이념에 준하여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구현방안과 질시가 효과적인가는 계속적인 %究와 評價活動이 수반되어야 한다.

C. 科學敎育핍究의 性格과 4罵見

1. 맑究으1 -般的인 特f生

연구는 인간이 의문을 갖고 이해 하거나， 문제를 해결 하려는 動機와 批判的인 |司時에

生塵的인 思考의 態度로 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지만 연구라는 用語는 다양하게 쓰이고 광뱀

한 활동을 포함한다. 베스트 (Best， 1970)는 연구의 목적이 理論形成이나 理論應用에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 하였다.

(}) 연구는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一次源으로부터 새포운 데이다를 수칩 하거나 이콘의 데이더를

사용한다.

(f) 연구는 몇개의 變因間 因뽕;關係의 분제흘 취급한다‘

( -1 ) 연구는 시행착오나 비체계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다 많은 경우 주의깊게 설계되고 엽격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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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분석을 구사한다.

( :j ) 연구는 건전한 이본의 형성이나 예언에 도움되는 一般原理들의 발견에 캉조점을 둔다.

(.1-) 연구는 專門性올 요한다. 연구자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마 밝혀진 것이 우엇인지 관계 문헌

을 주의깊게 조사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1l..) 연구는 정확한 觀察과 웠述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타당한 데이터 수칩도구를 산택하거나 고

안하며， 관찰， 기록， 계산，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적절한 기계적， 電子的， 또는 심리

학적 고안들을 채 용한다.

(T) 연구는 論理的이고 客觀的야기 위해 사용한 過程，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도달한 결흔들의

갖當性을 위해 가능한 여러변의 검토를 시도 하지만， 어떤 가설틀을 증명 하려는 것은 아니다.

(lf) 연구는 忍、빼하며 성급해 하지 않는 활동이다.

(-) 연구는 때때로 勇氣를 3조한다.

(1) 연구는 주의 깊게 記錄되고 報告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은 연구활동의 중요한 국면을 언급하였다고 하겠지만， 연구를 근본적

으로 과학적 접근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는 見解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科學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기계적 과정도 아니고 완전한 문제 해견이나 唯一하게

륨理에 도달하는 길이 라 할 수 없다‘

Peirce(1950)는 인간이 아는 또는 信念을 굳히는 方法을 아래와 같이 4가지 들었다(Kerlin-

ger, 1964).

CD 固執의 方法

@ 權威의 方法

@ 直觀의 方法

@ 科學의 方法

일반적으로 근래에 교육학의 연구방법이 과학적 정근을 중요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

겠지만 좀더 廣範하게 캡근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과학교육연구의 複슴性

교학교육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유로 複合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誤解할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다.

(1-) 자연과학도 그러 하거니와 인문사회학 연구 자체가 단순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스노우(Snow，

1957)가 말하는 그 두 文化園의 계곡이 너무냐 깊다고 하는것은 새삼 근래에 대두된 문제가 이니다.

과학교육의 연구야 말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의 聯關속에 이뤄져야 함으로 말미암는 복함성과 어

려움이 있다.

(]:) 과학교육의 떤구는， 더 상세한 논의가 다음장에 잇/달을 것이지만， 단순히 한 분야의 基짧쩌

究 (Fundamen tal research)에 한정 되지않고 應用阿究(Applied research)의 성격도 띄었을뿐만 아니

라 교육 실시에 직접 관여하는 現場빠究(Action research)의 펼요성 등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연구 범

주를 포함한다.

(-1) 과학교육의 연구는 -般理論을 지향 하연서도， 교육 자체가 本質上 未來지향척인 성격을 띠

고 있다. 그러나 過去로 부터의 사회문화적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現在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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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결치는， 어느변에 있어서 역사주의적 연구가 필요하다.

(~) 總對科學 (Exact Science)을 지 향하는 방법도 시도 될만 하다고 하겠지만， 과학교육 연구의

초창기라는 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前” 또는 “脫” 科學的 方法도 채택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은

과학교육연구의 실제를 대단히 흔란스럽게 한다.

3. 과학교육연구떼 대한 偏見

과학에 대한 편견은 과학교육에 대한 편견으로 傳짧하며， 교육일반에 대한 펀견은 한층

더 복잡하게 과학교육에 極端的안 편견을 갖게 한다.

과학교육의 연구에 있어서 편견이 잠재할 가능성은 과학고} 교육에 대한 偏見으로 말미암

는 것 뿐만아니 라 앞서 논의 한바와 같이 과학교육연구의 複合的 特뾰으로 말마 암아 더욱

가증된다고 하겠다.

과학교육의 연구 또는 전문성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이며， 때보는 극단적인 편

견이나 排他的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움과 같은 몇가지 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

된다.

(}-) 科學知識主義

과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 그리고 과학교육 연구의 중요한 課題는 각급학교 파학교육과

정， 교과서， 교사의 설명， 질햄지도， 시험운제등에 있어서 科學知識의 誤露나 새로운 지식

을 感加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가지 理由에서 유

래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과학을 크넌트(Conant， 1957)가

말하는 靜的인 면만ξ로 이해하여 完全한 9iD識體系로 여기고， 결국 과학지식을 보다 많이

주입하는 것 이 과학교육의 중심 목표라는 見解로 말미 암은것 같다. 이 러 한 입 장을 가진 사

람들은 성지어는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의 전문성마저 부정하는 태도플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과학지식을 과학교육에 반영하고 오뷰를 수정하는 일이 必훨한 촉건이지만 充分

한 조건으로서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全部라던가 그것만으로 곰 과학교육이 發展한다

고 단정 할 수 없다.

한편 근래에 이르러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로 敎科敎育에 있어서 그 學門의 構造

를 밝히고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중심 과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과학 지식

이 많은 일급의 科學者에게 과학교육 연구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것은 아마도 1956년에 비

롯한 미 국의 ~理敎育liJt究委員曾 (Physical Science Study Committee; 약칭 PSSC)(朴承載

1967)등의 활동에서 과학교육에 과학다움을 반영 하려 는 과학자들의 의도중 일부를 부르너

(Bruner, 1960)가 用語化한 것이 아난가 추측된다. 물리학자나 물리교육자보다도 교육학자가

물리학의 본성과 구조를 운운하고 교과교육의 -般原理롤 모형화 하려는 노략에서 그 일면

을 본다. 부르너 자신의 말대로 構造化는 교육에 의미있는 일면이겠지만 과학교육 연쿠는

더 뷰-합적이고 광법하게 추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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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科學的方法主義

일반적으로 심리학， 사회학등에서 “科學化”의 촬동은 무엇 보다도 연구에 있어서 “科學

的 方法”을 도입 하자는 것으로， “行動科學”， “社會科學”， “敎育科學”등의 용어가 그 의도

를 찰 나타 낸다고 하겠다. 인간 활동에 있어서 과학적 망법만이 혈理를 찾고 目的을 달성

하는데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라는 科學主義(Scienticism)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이략는 것이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적이 아니며， 이른바 東

西文化의 接近등 “非科學的方法”이라고 여 기 던 방볍과 과학적 방법 이 相補해 가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과학의 영향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과학적 방법만이 모

든 학문과 문제 해결의 唯一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학교육의 발전을 과학적 기술공학과 같이 法則的 說明體系를 갖는 과학교육 理論A로

부터 구현 하려는 입장은 시도 될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과학과 기술공학

의 歷史的 측면을 고찰할 때， 그러한 기대 자체와 점진적 성취 可能性을 구별하여 理解하

고 좀더 開放的이고 忍耐하는 태도로 추구할 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科學主義者들은 자기 자신은 다만 과학의 지식이나 망법이 중요 하다는 것

뿐이 지 과학주의자는 아니 라고 말 하지 만， 섣제효 과학교육의 將究와 實隱에 대해 논의하

고 랭동할때에 극단적인 편견에 執훌함을 볼 수 있다.

cn 觀念的 演譯

과학교육은 과학자 양성에 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兒童을 敎育”하는 것의 얼환입으로

일반교육원리 또는 아동심 리 학에 바탕을 두고 과학을 手段으로 하여 교육을 설시해 야 한다

는 주장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立場과 관계된 사실이 교육대학과 사법대학에서 -般敎職

과목들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 교육원리로 부터 演譯하여 한 교과교육인 과학교육에 의미있는 原理와 근거있는 指

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면이 일부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각 교과교육의 연구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얼반교육원리를 形成 하는가? 과학의 또는 학문의 일부 歸納 •假

說 ·‘演譯的 과정을 생각 한다면 교과 교육의 연구없이 바람직한 일반원리를 기대하기 어

렵다.

(옥) 否定的 態度

과학교육의 연구는 과학도 아니고 교육학도 이닌 연구로 學述的 價{直나 專門性이 없다고

학거 나， 無用할 뿐만 아니 라 有害하다고 까지 주장하는 견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3로 과학교육에 理論이 있을 수 없다는 前提로 부터 시작하여 형식적으로

과학교육 관계 學會나 대학원에 博士課程이 없으며， 실제로 연구 활동이라는 것이 外國의

시도를 모망하는 것이나， 현장연구대회 또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것

등이 라는 顆點에 서 말마 암은것 같다. 좀 더 구체 적 으로는 文歡연구도 부실하고 이 론적 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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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도 없이 設計되지 않는 여건에서 비교군 寶驗아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냐마 연구활동이

단기적으로 형식에 끝여 산발적으로 明澈함오로서 실제 현장 改善에도 도움이 안되며 어떤

관계 파악이나 理論 定立에도 공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태도는 과학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그 실천이나 개선에 있어서 常識的인 견해로 처리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것 같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역할과 같이 바람직한 연구를 통해

형성하는 좋은 理論보다 더 實用的안 것은 없다고 하겠다.

(..1-) 過信‘的 態度

과학교사나 과학교육 행 정 가 또는 과학교육 연구자 중에 않은 사람이 과학교육의 實態를

歡息하며， 연구해서 곧 개선해야 된다는 글이 여러 간행물에 계재된다. 그 중에는 연구를

하면 곧 改善되며， 연구하면 무슨 문제먼지 곧 解決할 수 있는 秘方을 내 놓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 그러 나 이것은 마치 數學이 나 物理學을 연구하면 곧 새로운 物品이 生塵될 것을

기대 하는 것과 같이 과학교육 연구에 지나치게 죠급한 묘안을 기대하는 것이다.

2. 科學敎育liFf究의 理念과 目標設定

과학교육에 있어서 목표설정이나 내용선택에 價f直있는 판단이 필요하며 학습지도에 效率的

인 구현방안이 요청된다. 즉흥적인 발상이나 미봉책에 의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究活動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와 다당한 이론에 의하여 바람직한 과학교육을 근원적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극히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점에서 과학교육의 연구와 그 結果가 敎育改善

에 공헌하리라는 信念을 갖는다. 성취의 過程은 복잡하고 어렵고 요원 하다고 하겠지만，

단순한 기대나 기술이 아니라 비판된 이념과 과학적 기술 또는 공학적인 현대 산업의 말전

이상￡로 價f直로운 과학교육연구의 결실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 멈주의 과학교육%

究目標블 설정한다.

1. 제 l 범 주 : 과학교육의 ↑뿜報~:z集과 分析

과학의 활동이 事實로 부터 시작하여 사실로 되돌아 가는 것과 같이 무엇 보다도 과학교

육의 정보를 收集하여 整理하고 分析하는 연구는 다음 연구목표 이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過去 과학교육의 정보를 비롯하역， “現在”의 실태를 포함하는데， 엄밀히 고찰하면 현재라

는 것도 그 조사 활동이 끝나 발표할 시각에는 이미 그 조사 시기가 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最近”의 과거는 그 결과를 그 조사 대상자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특정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과학교육의 計劃과 寶隆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례적

또는 경험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분석적 실험의 가설적 모형 구상에

질마리 찮害U도 할 수 있으며 철학적 통찰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로는 博物學

의 수준 법 위 를 념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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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범 주 : 과학교육의 理論 形成

과학교육을 일종의 “現象”으로 간주하고 과학적 방법에 준하여 분석적인 實驗을 통해 통

제된 變因間의 관계 또는 일반화를 찾는 法則的 理論의 형성이나， 과학교육의 준거인 과학

성， 아동성， 사회성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準據的理論을 형성하는 것을 과학교육 연구목

표의 제 2 범주로 설정한다.

前者의 경우가 보다 귀납 • 연역적업에 비하여 後者의 경우는 연역 • 귀납적 성격을 띄며，

법칙적 이론이 일반적으로 “ 이다”에 비해 준거적 이론은 “ 이어야 한다”이다. 하지

만 전통적 의마로 규범적이라기 보다 本質上의 몇請이라 하겠다.

理論은 체계적이고 설명적이벼 예측적이지만 질제적이거나 현실적이 아닐 수 있다. 그래

서 과학교육의 실시계획을 종합적우로 판단하고 효율적 안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갚은 연구목표를 설정한다.

3. 제 3 범 주 : 과학교육의 寶錢模型 構案

바람직한 과학교육을 효율적무로 수행하기 위한 鎬合的인 예안적 기획을 과학교육 연구

목표 제 3 뱀주로 설정한다.

좀더 구체 적 으로는 상수준의 巨視的인 國家的 차원의 기 본방침 수립과 개 말활동으로 부

터 학교나 敎師 水準의 지도 방안에 이 르는 떤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는 본질적오로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相對的인 실현 가능

성의 종합적 판단의 계획이며 잠정적 방안이다. 따라서 과거 지향적인 제 I 법주의 목표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般性을 기대하는 제 2 범 주의 목표는 논리적￡로 제 3 뱀 주의 목표에

공헨해야 하고 실제로 공헌 함으로서 그 목표설정의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표가 기술적 또는 공학적 개발의 성격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술적 연구의 범주

에서 除外 시 켜 야 한다거 나 제 3 범주의 연구목표를 빼棄하는 것은 不當하다. 과학교육의

실천모형이 연구되지 않는다거나 부질 하다고 과학교육의 실천을 중단 시킬 수 없으며， 과

학교육의 이폰이 부질 하다고하여 과학교육의 실천모형의 연구가 전혀 불가능하거 나 無意

味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맹한 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치 “傳來技術”의 개발과 같은

활동이 어느 법위에 결져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의 機會와 時間을 통해서 이론형성을 자극

하고 점진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上記와 같은 과학교육의 %￥究目標가 의미있케 달성 된다면 과학교육의 연구는 몇가지 意

義있는 沒害U을 하여 크게 영향을 미칠 것우로 기대된마.

첫째， 직접적으로 과학교육에 대한 理解가 증진되고 意味있는 理論이 형성 됨으로서 價

f直로운 과학교육을 效率的무로 實錢함에 공현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교육의 실제적 改善은

연구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교육인력의 양성， 행정적 지원등에 관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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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 과학교사 또는 과학교육자의 專門職도 그려 하거니 와 과학교육전문가 또는 과학

교육학자의專門性이 확럽 되어 있지 않은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과학교육연구의

목표， 내용， 방법등이 확럽되지 않은 까닭이라 여겨진다. 과학지식만 있￡면 찰 가르칠 수

있다는 생 각， 과학을 가르친 經驗만 있<:>면 과학교육을 연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교육

연구체제를 확립 시킴￡로서 解消시킬 수 있다.

과학교육의 연구에 대 한 이 해 와 능력 은 과학교육학자들에게 뿐만 아니 라 科學敎育者들에

게도 必흉흥하다.

셋째， 학교교육의 개념이나 질제가 敎科敎育으로 환원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ξL나 理論的

으로나 寶際的인 교육의 많은 부문이 각 敎科敎育을 통해서 이뤄칩을 고려할대 과학교육의

연쿠는 全人敎育에 그리고 일반교육이흔 형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째 과학은 人間에 의한 것이고 과학자는 敎育을 통해서 과학자가 되어 계속 과학연구

를 수행하게 된다. 이런점에서 과학교육의 연구는 과학연구에 관계하며 그렇게 함요로서

科學짧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과학교육의 연구활동은 自然科學과 A文社會學 두 범주의 이해 및 연구능력을

필요로 하며， 두 문화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요청 됨으로 그 두 문화권의 關係와 意思

流通에 꽁-헌활 수 있다.

HI. 科學敎育 冊究內容의 領域分類와 課題

"1. ~、쫓性과 方針

과학교육의 연구내용을 분류하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理論的 體系化를 도모하기 위한

基鍵이 며 과학교육과 과학교육연구의 專門性을 확립 하기 위 함이 다. 구체 적￡로 과학교육과

의 專攻設定， 과학교육 科目의 開設， 과학교육 圖書의 分類， 과학교육연구 모임의 分科構

成， 과학교육연구자의 資料收集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등의 문제후부터 전문적인 기성 연구

자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대학원생들의 첫 연구의 問題 網提을 돕기 위해서 연구내용의 분

류에 대한 정럽은 필요한 일이다.

모든 學問의 좌1期에 있어서 시도 되는 이러한 분류는 처음부터 엄격한 분류 原則어l 따르

기는 어렵다. 寶用的오로 시도 했다가 그 학문의 연구가 깊어점에 따라 再考 되는 것이 常

{7lJ라고 하겠다.

과학교육연구의 내용분류가 多次元的일 가능성은 과학교육의 多重的 基鍵準據로 말미암

。} 과학의 分野分類에 준할 수도 있고 교육 또는 교육학의 분류에 준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敎育對象 또는 敎育機能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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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떠 구체적 인 예 로， 과학교육 昭究內容을 물려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등으로， 또는

초등과학교육， 중등과학교육등ξ로 또는 과 학교육의 지 적 , 정의 적 , 신체적 영 역 으로， 또는

과학교육철학， 과학교육과정， 과학학습지도， 과학교육평가등으로 분류 할 수 있겠다. 본론

의 領域分類 問題는 이러한 과학교육 연구내용의 분류에 대한 것￡로， 그러한 분류들은 어

떻게 유래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일단 그 어느 한가지 분류방식을 선택 한다면 무

슨 根據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쫓當하며 ::E 寶用的안 것안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NARST* (Johnson, 1962)의 논문요약의 법주는 대상수준별로 하였고.Jitf究建議 범주는 교육

기능벌에 준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연구영역이 그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되면， 각범주마다

어떤 內容이 포함되는가를 예시 하려는 것으로 이것을 본론은 隔究課題라 하였다.

과학교육의 연구과제의 例示는 연구주제 나 논문의 제목과 같이 詳細할 수도 있겠으나 원

칙적으로 그렇게 具體的인 內容을 포괄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댐주의 내용을 특갱 지우거

나 중요한 것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알부 例示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옹과 같은 예블 고찰하면 영역분류와 연구펴체의 의미 규정이 명확해결 것

이다.

예 1. 고등학교 생물교육에 있역서 태도의 평가

對象 分野 行動 機能

예 2. 중학생의 뭘리 7H 념형성에 대한 학습이흔

對象 分野 行動 機能

예 3. 국민학교 자연교육에 있어서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모형

對象 分野 行動 機能

상기 예들은 논문제목과 같이 상세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법위와 진술로 과학교육·연구

내용의 영역을 분류하기도 어볍다. 짧究課題가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의도적￡로 對象， 分

野， 行動， 機能등을 포함한 예 블 선택한 것은 영 역분류의 四次元的 性格의 可能뾰을 암시

학기 위해서이다.

본론은 다음과 같은 方針에 따라 연구내용의 영 역을 분류한다‘

1. 엄격한 분류 원칙에 따르기 보다 寶用性 있고 重薦性을 부각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2. 우선 은 여 려 가능성 충에 한가지 를 선택하여 -::§(元的으로만 분류하지 않고 과학의 분야별， 대

상수준별， 행동변화별， 교육기능별동 四次元的인 분류를 제시하고 그틀의 관계를 밝힌 다음 한가지

선택의 다당성을 논한다.

3. 각 분류의 範購 數종를 마리 맞가지로 하는가의 원칙이 있을 수 있디고는 핀단되지 않으나 便

宜上 최대 9개 탬주를 녕지 않게 한다.

L. 科學敎齊 맑究內容의 領域分類

1. 科學分野別 分類

* National Association of Reseavc1J in Science Teac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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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科學의 분야， 그에 따른 자연과학대핵의 科設定， 그리고 그이l 준했다고 할 수 있는

현행 고등학교의 과학과목과 師範大學 科學敎育科의 專攻을 고려하면 다읍과 같이 분류 할

수있다.

(}) 물리교육 연구

(1:) 화학교육 연구

(키) 생불교육 연구

( 퀴 ) 지구과학교육 연구

그러나 국민학교의 “자연”과 중학교의 “과학” 과목을 고려하고 憐接分野의 발전을 참작

하면 上記 分類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분야별에 준하여 一次元的으로 분류할 때에는 實

用性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를 훈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통합과학교육 연구

중등 과학교육과정의 변화가 있고 사법대학 과학교육과의 機能이 中學校의 과학고l사와

高等學校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사를 별도의 課程으로 양성해야 할 必몇性이 대

두 되며， 과학교육의 특수 및 고급 인력의 양성을 위한 大學院 課程이 설정되어 專攻을 또

한 위와 같은 분야별로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統合科學敎育 %￥究領域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과학교육은 만드시 4과목 모두가 아니 라 물리 외- 화학을 주로 統合하는 日本 또는 美

國의 “物象 (Physical Science)" 과목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 다.

이러한 分野別 分類는 전통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과학교육융 과학성에 偏重하기 쉽게 하

며 꺼口識寫主의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분류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物理學이라고 하여도 역학， 전자기학， 양

자론， 상대론동￡로 분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분류의 基準이 애매해

진다.

만일 계속적인 연구의 결과， 기실 과학이냐 학문의 목적이 그러한 것과 같이， 예를들면

물리학의 여러 내용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냐 화학등에 관계없이 ‘一般 科學敎育의 理論이 바

람직 하게 형성 된다연 上記와 같은 科學分野別 分類는 큰 意味가 없을 것오로 본다. 그래

서 모두 科學에 수렴할 것이다.

2. 對象水準別 分類

교육대상의 분류를 년령작S로 하거나 學校級別로 국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오로 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合理的인 것은 교육 대상자의 과학교육 成就水準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크게 나누어 보면 敎養 과학교육 대상언가， 專門 과학교육 대상인

가이다. 前者는 초등부로부터 고급으로， 後者는 전문영역을 기준￡로 분류하는 것아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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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초급 과학교양교육 연구

(1=) 중급 과학교양교육 연구

(-D 고급 과학교양교육 연구

(옥) 초급 과학교사양성 연구

(.1-) 중급 과학교사양성 연구

(.u.) 고급 및 특수 과학교육인력양성 연구

(T) 과학기술인력양성 연구

(lI) 과화의 인문사회성 연구자양성 연구

師 大 論 홉흥 (21)

그리고 취학전 아동

初級 科學敎養敎育 昭究는 의무교육 대상 수준까지의 기초적인 과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로， 취학전 아동의 과학경험과 국민학교 수준의 “자연”교육 연구를 표함한다.

中級 科學敎養敎育 陽究는 초급 과학교양교육을 이수한 자플 전제로 하여， 중 •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교육 연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초풍과정융 이수한 일반인도 이 대상에 속한다.

이 러한 관접에 서는 “全國民의 科學化” 또는 “科學의 生活化”등을 학교 교육과 無關한 사항

으로 시행 하려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 01 러 한 분류가 내표하는 또 한가지 기본방침은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인아라도 초급과학교양 교육의 未짧{쩔者는 중급전에 초급 수준의

과학교양 교육율 이수 시켜야 함을 原則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高級 科學敎養敎育 冊究는 중급 수준을 이수한 자블 전제로 하여，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

성 안중 지도자흘 주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양교육의 연구이 다.

初級 科學敎帥養成 %究는 국다l학교 교사뿐만 아니 략 유치원 브모，

의 父母를 위 한 과학 및 과꽉지도방법의 교육연구를 포함한다.

中級 科學敎帥養成‘ f다究는 중 •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괴-학과 과학교육에 대 한것 뿐만 아

니라 대학과정 全體속에서 調和띈 교육을 위한 연구이다.

高級 및 特蘇 科學敎育人力養成 昭究는 과학교육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과학교

육 연구자， 과학 담당 장학사， 과학교육 시설과 기구 고안자， 시청각매체 제작자， 과학기

자， 그려고 특별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科學敎育敎授 양성을 위한 연子릎 포함한다.

科學技術A力의 養成 冊究는 이공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전문적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지만， 과학자와 공학자의 양성에 있어서 과학 이외의 교육 전반 문제도 관여해야 될

것이다. 과학교양교육이 단순히 과학전문교육의 하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과

학자양성에 있어서도 과학고L양 교육의 문제블 연구 해야 할 것이다.

科學의 /\文社會性 昭究者 養成 litf究는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사회학， 과학심리학과 같

은 학문을 전문으로 함 연구자를 양성 시 키는 교육의 연구이 다.

만일 대상 수준에 따른 과학교육의 理論이 定立된다면 對象別 分類는

겠지만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8. 行動變1~別 ~類

수렴될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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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육의 핵집안 피교육자 개개인의 心身의 행동변화연구

범주는 부룹의 目標分類냐 앞서 아동성준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科學뻐識， 科學能力， 科

學精神으로 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考慮하고 미래 사회에 適應하기 위한

인간 특성을 계속 연구하여 辯別力 있는 법주화블 시도해야 할 과제이지만 일단 마음과 같

이 6개 의 짧究範廳로 분류한다.

( l-) 과학기능교육 연구

(1:) 과학지력교육 연쿠

(--1) 과학지식교육 연쿠

(큐) 과학인식교육 연구

(.L) 과학흥미교육 연구

(.>.1.) 과학정신교육 연구

科學技能敎育船究는 부룹의 목표분류의 身體的領域 (Psychomotor domain) 과 관계 있는

것으로 정신적 영역과 전혀 無關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강조점을 약품이나 기계를 다

루는 身體的 技能熟達에 둔다. 이범주는 기술교육과 구벨하기 어렀고， 별로 특별한 연구나

교육목표의 설정 없이‘도 不具兒가 아니면 과학활동에 큰 문제가 없￡려라는 견해도 있오나

한국의 勞作購視 思想과 觀念的 態度의 傳統으로 어 럴때 부족한 작란감풍과의 상호작용과

저학년의 부실한 실험활동 교육등융 고려 할 혜 숙고 해야할 연쿠법주이다.

科學知力敎育船究는 부품의 쩌的領域 (Cognitive domain) 에 서 주로 제 3,4,5 수준 범 위

에 결치는 상수준의 과학적 탐구력을 포함하는 확산적 사고의 교육연구 법주이다.

科學9iD識敎育짧究는부룹의 知的領域에서 주로 제 1， 2수준 범위에 걸치는 것으로 파학적

사섣， 개념， 법칙 등의 기역， 이해‘등의 수렴적 사고의 교육 연구이다.

科學認識敎育陽究는 과학의 본성， 역사， 가치， 영향등 과학의 인문사회성에 대한 부품

의 9iD的領域 전반에 결치면서도 특별허 제 6 범주의 평가적 인식의 연구범주이다.

科學興味 敎育짧究는 크라스볼(Krathwohl， 1964)의 情意的領域(Affective domain)의 하급

수준으로 지연， 과학， 과학학습의 階好에 대한 것으로 動機를 포함하여 과학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팬”오로서의 태도를 포함하는 교육연구이다‘

科學精神敎育흉다究는 크라스볼의 정의 적 영 역 의 상수준으로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함에

최대로 발휘되어야 할 과학적 태도의 교육연구이다.

4. 敎育機能別 分觀

과학학좁의 計劃的안 逢行으로서의 과학교육의 직접적 및 간칩적 機能틀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갚아 과학교육 연구내용의 영역분류를 할 수 있다.

(1-) 과학교육청학 연구

(}) 과학교육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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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과학학습심리 연구

( 퀴 ) 과학교수방법 연구

(..J-) 과학교육자료와 환경 연구

(JL) 과학교육평가 연구

(T) 과학교육행정과 징학 연구

(lf) 과학교육의 전문성 연구

(-) 과학교육의 비교연구

師 大 論 講 (21)

上記와 같은 교육기능및 연구영역 분류의 9개 법주에 대한 說明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iff究課題와 더불어 언숍 하기로 한다.

다만 科學敎育史의 연구는 見解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목표의 제 1 법주의 일부로 간주 할

수도 있고 과학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오며 한가지 과학교육 연구방

법일 수도 있다. 本論은 그 어느 멈주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 보다 科學敎育史의 중요성

을 안정하며， 陽究의 目標， 內容， 方法이 언제나 확연히 區分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

정하는 立場을 취한다.

本章 序頭에 제 시한 例示 3가지를 상기 한다면， 연구내용의 4가치 영 역 분류는， 짧究課題

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째，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四次元的 準據에 해당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치 相對論에 있어서 事件들 (events) 아 四次元 時空間 (x ,y ,z,t)에 서 世界點들

(world points)효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

必경흥와 便宜플 위해서 선형적오로 그 어느 一次元흑로 연구내용을 분류하더라도 다른 次

元의 분류를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한다. 物理敎育핍究라고 할 때 최 대 로 포괄하면 각급 대

상 수준을 모두 망라해야 하고， 모든 행동변화블 포함해야하며， 각 교육기능을 포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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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연구내 용의 四次元的 영 역 분류 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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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야 한다.

어느 -一次元의 選擇은 본질적￡로 어느 것이 가장 다당 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필요와 여건에 따라 그 어느 次元을 택하거나 二次元 이상을 철충적

으로 하여 -一次元的으로 할 수도 있겠다. 예를들면 과학분야별 분류에서 물리， 과학，. 생

불， 지구과학 교육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 이 상으로 하고 통합과학교육 연구는 초 • 중학교

수준이하를 대상오로 하면 대상 수준차원은 수렴 될 수 있다.

本論은 각 次元 分類에 있어서 범주수가 가장 많고， 상대적A로 他次元보다 연구에 있어

서 수렴하기 어려우며 기성문핸의 예를 고려하여 주로 敎育機能別分類를 택한다.

L. 과학교육의 짧究課題

과학교육의 연구영역을 四次元的인 특성으로 부각 시킨 엽 장을 고수하여 앞철의 3개 의

예시와 같이 연구과제 數交블 四次元 體積素로 어렴해 보면 이패와 같다.

4(분야) x 8(대 상) x 6(행 동) x 9(기 능)

=4(분야) x 8e대 상) x 54(행 • 기 )

=4(분야) x 432(대 ·행 ·기)

=1728(과제 )

이 와같은 어 렴 이 뜻하는 것은， 예를들면 科學分野別 一次元 分類의 數종는 아래 와 같이

4가지 뿐아지만， 그 각각이 三次元的 體積素를 8x6x9=432개 내포한다.

1. 불리교육 연구*

2. 화학교육 연구*

3. 지학교육 연구*

4. 생물교육 연구*

('\'432개 의 三次元 體積素 포함)

上記中에서 “1. 물리교육연구”만을 對象別 分類를 加하여 냐열하면 아래와 같이 8가지

이다. 그러나 4가지 分野別의 것을 모두 合하면 4x8=32개 이지만 이 각각이 二次元面積

素를 6X9=54개 씩 폭함한다.

1. 1 취학된 아동외 물리경험 연구*

1.2 고등학교 불리교육 연구*

1.3 대학 교양과학과 불리관계 연구*

1. 4 국민학교 교사양성의 물리교육 연구*

1.5 고등학교 물리교사의 양성 연구*

1.6 고급과학교육인력 의 물려 교육 연 구*

1.7 01 공대 학의 풀리학 교육연구*

1.8 과학철학과 학생의 물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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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4개 의 二엿元 面積素포함)

師 大 論 盡 (21)

上記中에서 “1. 2 고등학교 물리교육연구”만을 교육가능별 분류를 加하여 나열하면 아래

와 같이 9가지 뿐이지만 모든 분야와 모든 대상벌의 것을 合하면 4X8X9=168개 인데 이

각각이 6개의 一次元 線素를 포함한다.

1. 21 고등학교 물리 교육의 가치 연 구*

1. 22고등학교 물리교육과정 연구*

1.23 고등학교 풀리학습심리 연구*

1. 24고등학교 물려지도방법 연구*

1. 25 고등학교 물리시설 연구*

1. 26 고등학교 풀려교육의 평가 연구*

1. 27 고등학교 물리 교육의 장학 연 구*

1. 28 고등학교 물리교사의 전문성 연구*

1. 29 고등학교 물려교육의 비교연구*

(*각각은 6개 의 線素를 포함)

上記中에서 “1. 26 고등학교 풀리교육의 평가”만을 행동별 분류플 加하여 나열하면 6가지

뿐이지만 모든 분야， 모은 대상， 모든 기능별의 것을 合하면 4x8x9x6=1728의 연구과제

가있다‘

1. 261 고등학교 物理技能 교육의 명가 연구*

1.262고등학생의 물리개냄 응용력 평가 연구*

1.263고등학교 입학생의 물리지식 평가 연구*

1. 264 고동학교 졸업생의 물리학의 인문사회성 안식의 평가 연구*

1. 265 고등학생의 물리과목에 대한 흥미 조사연구*

1.266 고동학생의 물리학에 대한 태도의 평가 연구*

(* 本論의 定義에 의하연 이와 같은 진술이 하냐의 ?iFf究課題암)

上記와 같은 과학교육 없究課題인 四次元 體積素가 1728개 되 리 라는 것이 지 만， 昭究目標

와 관련지워 보면 아래와 같은 1728x4=6912 가지의 6자究가 파생될 수 있다.

1. 262A 고등학생의 물려개념 응용력 평가의 실태조사

1.26ZB1 고등학생의 물려개념 응용력 평가의 意義에 대한 연구

1. 262B2 불리개념 응용랙 평가의 얼반원리에 대한 연구

1.262C 고등학교 불리캐녕 응용력 평가방법의 개발연구

질제로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論文題目과 昭究主題는 훤씬 많은 數交로 증가 될 것이다i

이것은 물리학 자체가 상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고려해도 곰 알 수 있다. 연구

문제블 선택상에 적절한 水準과 範圍를 限定하는 判斷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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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科學敎育 機能別 맑究課題의 例示

2~

앞서 계 산한 결과에 의하띤 과학교육기능별 법주는 각기 아래와 같은 數종의 三次元 體

積素를 포함한다.

4(분야) x8(대 상) x6(행 동)/l(기능) = 192 (괴 재 /커 능)

本節옹 이러한 多數의 課題블 전부 기계적으로 냐열 하지 않고 중요한 일부만 간략하고

친숙한 용어로 제시한다.

1. 科學敎育哲學 맑究課題

철학， 과학철학， 교육철학등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철학의 연구는 價f直로운 과학교육과 理

念의 設定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오로 연구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의 예시플 항목

화하여 제 시 하면 아래 와 같다(Martin， 1972; Butts, 1969; Triezenberg,1970; Weatherwax, 1959)

(}) 과학교육의 본켈， 정의， 분류

(]=) 과학교육의 가능한 機能， 全λ、敎育의 일부로서의 投劉， 價f直， 意義

( -J ) 과학교육의 理念과 전통 및 종교들과의 관계， 과학교육과 民主主義

( 넥 ) 과학교양교육과 과학전문교육 관계

(ι) 각급 과학교육 目標設定의 基準

(..u..) 형식도야와 실질도야의 문제

(T) 기 초과학， 응용과학， 기 술 및 수학교육과의 관계

(lf) 과학교육의 국가정책 수렵의 판단기준，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역 할

(‘-) 지 진아와 우수아의 기 본문제 등

2. 科學敎홉課程 m~훌훌題

과학교육의 철학적 판단， 사회적 이념， 과학의 특성， 국가의 정책， 각급 수준의 全A敎

育의 일환으로서의 投웹기대 및 교육의 여건등을 기초요인으로 과학교육과정의 계획과 전

개를 연구해 야 한다(大野量쭈， 1965; ASE, 1979; Butts, 1969; Capie, 1975; NSTA, 1972)

(}) 과학교육과정의 일반론 : 의미론， 구성론， 형식흔 등

(j:) 과학교양 교육과정 : 초급， 중급， 고급 수준

(-n 과학전문교육과정 : 과학교육인력， 과학기술인력， 과학의 인문사회생 연구자양성 교육과정

( 게 ) 통합과학교육과정과 분야별 (풀리 , 화학， 생 불， 지 구과학) 교육과정

(..I.-) 과학교육 목표흔

(.:u.) 과학교육 내 용 구성 론

(T) 각급 수준의 과학교육 이수 단위와 시간수 문제

elf) 과학교육과정의 상세화

(‘-) 과학교육과정 의 개 선

( )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제 등

3. 科學學習心理 맑究譯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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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識論， 心짧學， 科學哲學등을 바탕오로 自然의 사물과 현상을 인간이 어떻찌 감지하고

인식하는가， 어떻게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적 태도가 키워지는가등의 연구는 과학교육

연구중에서도 가장 근원적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Hurd， 1969; Piaget, 1969; Rowe, 1978,

1979; William, 1971).

( ]- ) 자연인식， 과학학습의 본철문제， 정의， 여러。1 론틀의 비교

(1=) 과학 학습과정의 생물 불리 화학적 문제

(-J) 자연인식， 과학학습의 준비성과 동기

(~ ) 과학적 성 , 과학능력 , 과학학습과 -般 機能， 言語水빨， 數理能力， 身體技能， 年聯， 性別， 文

化失調등과의 관계

(..L) 과학지식의 기억， 과학개엽의 형성， 把持， 轉移

(..J1..) 귀답적 및 연역적 사고와 과학적 창원력

(T) 자연과 과학에 대한 태도， 가치관의 형성

(π) 탐구학습의 과정

(-) 과학학슴아론과 과학교수이론의 관계 등

4. 科學敎授方法의 隔究課題

과학교육과정， 과학학습이론， 교육의 여건등으로 부터 .과학올 어떻게 指훨할 것인가 연

구 되어야 한마. °1 연구야 말로 科學敎師에게 가장 필요하고 과학교육실천에 가장 直接的

인 연구과제 략 하겠다 (Cappie， 1975; Hurd , 1969; Sund and Trowbridge, 1973).

(]-) 과학교수이론의 의마， 의의， 분류

0) 과학지도의 요인분석과 모형

( 게 ) 과학의 교수원리 와 탐구학습의 지 도블 포함하여 일반적 인 교수방볍

(격)과학수업계획과절차

(...1•) 과학교사의 배 경 , 역 할， 조건

(-Jl-) 과학개냉의 지도

(T) 과학척 창의력의 지도

(lT) 과학실험실습 지도

(一) 과학의 정의적 영역 지도

(1) 과학 지진아， 우수아 특별지도 등

5. 科學敎홉 拖設과 資料 lift究課題

과학교육의 物質的 및 心理的 환경 조성의 연구는 특별히 관찰과 실험을 중요시 해야 되

기 때문에 각별히 펼요한 연구과제이다(Novak， 1972; Sund and Trowbridg, 1973; Thurber and

Collette ‘ 1964)

(]-) 과학실험성 설계

(F) 과학교육시섣 고안， 시설치준

("1 ) 학생실햄기구고안， 표본제작， 시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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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및 교사용 과학교육 인쇄재료， 특별히 교과서

(.L..) 과학교육 시청각매체 ;슬라이드， 푸영판， 필름루흐， 영화， 라디오방송， TV.

(.J.L) 과학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 자료 문제

(T) 가정 및 학교의 과학교육 환경조성

(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꽁정， 농장등의 과학교육회} 등

25

6. 科學敎育評{훌의 맑究課題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가플 위한 교육 보다 교육을 위한 평가의 문제점윤

비롯하여 평가가 과학교육의 過程속에 의미 있는 기 능을 하도록 연구되 어 야 한다.

특별허 상급학교 입학시험의 교육적 문제블 철저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Bloom ，

1956; Buras, 1972; Hedge , 1970; Krathwohl, 1964; Nedelsky , 1965)

(1-) 과학교육의 측청과 평가의 의미， 의의， 분츄

0) 과학r설험기능의 측정도구와 평가

(.1) 과학탐구능력의 측정도구와 평가

(퀴) 과학홍미와 태도의 측정도구와 평가

(.L..) 과학지식 이해의 측정도구와 평가

(.J.L) 과학교사의 신녕， 태도， 교수법 평가

(T) 과학교육과정， 수업체제， 시설자료평가

(lf) 과학교육의 장학， 행정， 연구， 단체학술로서 병가

(-) 과학학습지도의 개선을 위한 진단， 형성， 종합 평가

(1) 과학성적기재와 입학고사제도 등

7. 科學敎홉의 行政과 옳學 표다짧課題

公敎育이 전국민을 위하여 질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육의 많은 부분을 국

가사회적 업장에서 기본방침을 세우고 실시 하는 경우에 과학교육의 정책， 행정 및 장학은

과학교육실천에 강력한 영 향을 끼친다(Harbeck‘ 1976).

(1-) 과학교육 제도 및 법령

0) 과학교육 장단기 정책

(-1)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기대수준

(‘케 ) 과학기술인력 수급

(.L..) 과학교육얀력의 양성， 계속교육， 유인체제， 조건

(.J.L) 과학교육 행정， 재정， 실습비， 인사관리

(T) 과학교육 연구체제

(π) 과학교육 장학의 얼반이론과 땅볍흔

(-一) 과 학 수재 아， 과학전람회 , 실 험 대 회 , 과학교육자료 천 시 회 , 과학교육재 단， 과학교육관계 기

업체

(1) 학부모의 과학 장학 등

8. 科學敎홉 專門性의 맑究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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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의 전문성을 확렘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철저한 연구활동자

체에 대한 연구로 부터， 즉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

다(朴承載 1976, 23-3 1).

(}- ) 과학교육자의 전문성과 전문직

():) 과학교육자의 단체활통

(-1) 과학교육 연구자의 전문성과 전문직

(계) 과학교육 연구의 의미， 의의， 목표， 연구범주， 연구과제， 연구방법

(J-) 과학교육이론의 성격

(.JL) 괴학교육의 연구기관과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평가

(T) 과학교육 연구체제와 지원 등

9. 科學敎育의 比較맑究課題

과학교육의 비교연구는 時間別 그리고 空間 또는 單位別 실태와 그 추이를 비교 연구하

는 것을 포함한다.

과학교육사는 2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구의 목표요 동시 에 내 용이 라고 하겠다. 일반 문

화사， 과학사， 교육사를 바탕으로 각급 대상 수준별， 과학 분야별， 행동 변화별 그리고 교

육기능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個A 수준 과학교육 비교 연구는 과학과 과학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 과학교육

자， 과학교육연구자의 특정적 배경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學校別 또는 地域別 과학교육

비교연구는 과학교육의 결과가 그 학교나 지역의 전통과 질태에 어떻게 관계 되어 있는가

를 비교 파악하는 것이다.

國家別 또는 文化園 과학교육 비교연구는 과학과 과학교육이 발전한 나라와 문화권의 특

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하며， 또한 연구자의 本國， 近國， 親國， 遠國등의 과학교육

을 비교하고 영 향을 조사한다.

또한 과학교육사와 최근의 질태， 사회의 신념과 교육실천의 여건， 그리고 과학교육이론

을 바탕으로 未來 科學敎育을 연구 해 야한다.

lV. 科學敎育冊究의 接표原理와 方、똥

과학교육의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구라는 활동에 있어서 唯-한 기계척 단계의

방볍이 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죠지 (George) 의 견해언 “과학적” 탐구 그

자체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 과학지식의 한 특성인 연역적이 아니라는 뜻

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과학교육의 연구목표를 情報收集은 물론 原理와 應用의 국면을 포

함하여 설정 함으로서 그 연구 방법이 複雜多樣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제로 현실적인 펄

요성으로 후자에의 편중 및 과학과 교육의 二重性등오로 말마암아 연구방법에 混짧L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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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목표， 내용， 방법등이 斷細的이거나 獨立的인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목표와 내용에 準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논리적 ξ로 일방적 계

열성이 언제나 엄격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科學哲學에서 과학적 방볍이 논의되고 敎育學에서 교육연구방법론이 강의 된

다. 이러한 논의와 강의가 얼마나 意味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인 加速度의 개념이 위대했던 역활을 기대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所쫓 때문이다. 어느 제한된 범위에 결처 도움될 수 있는 연

구의 지침이나 출건 또는 접근 방법을 논의 하려는 것이 본절의 목적이다.

I. 接近原理

1. 倫理와 法律에 으l한 限界

동식물의 칠험에 있어서 生命의 尊嚴性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갓 처럼 無生物을 대

상A로 하는 경우에도 무모한 연구와 개발에 따른 資源의 浪費나 펀梁등의 행機能응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동장하고 있다.

더우기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과학교육의 연구에 있어서 교육연구대상자에 대한 倫理는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에느 한 특정인의 취향이나 돌발적 착상￡로 아무런 傳門的， 道德的 검토없이 무모한 실

험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 러 한 관점 에서 과학교육의 鷹驗%究는 合理的인 條件을 갖추고 ~良定된 범 위 내 에 서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는 한 시대적 역사성을 지닌 피교육자임을 고려할 때 개개인의

A權이 유련되는， 따라서 본인이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연구는 행하여 질 수 없다.

그러나 질제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마도 많은 경우 學者

的 良心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런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미 앞선 외국의 연구방법이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잎이지

만 단순히 私的利益이나 회유적 流行의 모방적인 실헝은 지양되어야 한다. 펴교육자와 그

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쿠목표와 방법이 採擇되어야 할 것￡로， 특별히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지력형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치판단과 효율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상과 그 文化的 背景을 준거 요인으로 하지 않는 것은 非道德的이략 하겠다.

과학교양교육과 그 연구에 있어서 全A敎育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펀파적인 과학교육이

나 또한 그 어떤 思想的 이데오르기블 위해서 非)、間化로 이끄는 과학전문교육의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흑히 個j、의 A權이 나 世界의 平和를 위협하려는 目的에

과학과 과학교육의 연구가 수행되는 것은 어느 일개국의 볍령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묘로

학자적 도덕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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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時代를 앞지르는 創意的인 先騙的 연구와 무모한 연구를 누가 어 떤 과정을 통해

서 評價하고 제제할 수 있을런지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2. 多重性의 克服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전에 있어서 基魔準據인 과학성， 아동성， 사회성등오로 말마암은

제 l 종의 多重性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스노우(Snow 1959)의 두 文化의 계곡이 너무나 갚으묘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에

결치는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담당자 개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二重的 부담이 된다.

양면을 모두 깊게 이해 하거나 연구 할 수 없고 그 어느 일면에 칩착하게 되면 偏見을 갖

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학교육의 문제에 한정 된다기 보다는 현대인류문화의 한

根源的 問題로， 어려움 o로 인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한편 排戰의 動機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교육연구에 있어서 제 2 종의 多重性은 연구목표블 廣義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원리

의 추구와r실천의 방안이 어느 정도의 초기에는 별도로 수행될 수 있겠다. 그러나 과학적

기술공학과 같이 法則의 應用에 의한 강력한 구현의 기대는 시도될만 하다고 하여도 그 과

정은 단순하지 않다. 과학교육연구의 信念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룩할 것

융 前提로해야 할 것이다.

3. 劃-化의 止揚

앞서 설정한 과학교육연구의 3가지 目標나 四次元的 연구내용의 領域分類에 준하여 그

어느 득정 연구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겠으나 한가지 목표나 내용을 여러 방볍으로 연구하

는 접근도 있을 수 있겠다. 오로지 觀念論的 思索이나 또는 實驗的 없究方法등 그 어느 한

가지 연구방법만을 고접하는 극단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방법이외에， 생물적 특성을 치닌 인간행동의 한가지 양식으로 간주되는 學習을，

생불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微視的 연구방법도 더 진지하게 검로될 수 있이며， 보

다 巨視的인 인류문화사적 첩근으로 연구방볍의 안목을 넓힐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方法에 어느 한가지 의 王道가 있지 않는한 開放的안 태도에 터 한 創意的인 接近이 요청

된다.

4. 合理的 批判에 의한 漸進的 發展

과학교육의 연구가 多重的이고 開放的인 성격으로 연유하여 계속해서 시앵착오로 무모하

게 시행되거나 산발적으로 明滅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한다. 연구는 풍요한 問題로부터 시

작하여 점진적￡로 包括홉積的인 過程이어야 한다.

직관적이라던던가 장의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다 어떤 형태이단 근거있

게 분석되고 합리적으로 評價되는 되먹임 과정이 잇달아야 한다.

직관적 o로나 상식적으로 과학교육의 연구는 “과학을 찰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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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론

뜻하지 않는다.

각오해야 할 것

에서 연구가 郞刻的인 爛鍵策에만 머묘는 것은， 가치로운 과학교육을 근원적이오 장기적A

로 발전 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산업부흉이전에 기술의 개발이， 또 현대의 기술개발 이전에 파학의 발전이 기초가 된 것

은 산엽부흥과는 거리가 먼듯이 생각되는 자연을 알고자 하는 人間知性의 內的動機에 근원

이 있었음을 상기할 펄요가 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科學的 技術工學”과 같이， 즉흥적인 방책이

있는 구현땅안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묘로 四次元的인 연구영역분류는 연구의 진전에

따라 構造的으로 統合되어 한 교과교육의 개념 체계를 형성하고 일반교육이론형성에 꽁헌

해야한다.

단순한 외국의 模做이나 조급하게 무리하는 옳新的인 變化가 곧 발전을

군거있는 개선은 착실한 연구를 바탕무로 漸進的으로 이룩할 수 있음을

이다.

L. 과학교육 맑究問題의 補提

있을런지는

과학교육의 연구경험등

경험 한다고 해도 누구나 “불리학적

단순한 경험은 충분하지 않다. 같

일반적으로 연구활동의 過程에서 始作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한가지 일은 연구문제를 포

착하고 설정하는 일이다. 잘 設定된 問題는 半이상 解決한 것과 같다고 말 하는 것은 문제

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나타 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과학교육의 연구문제를 어떻게 하면 意味있게 블림없이 포착하고 설정할 수

확실하지 않아도 어떤 활동이 그 가능성을 주는지는 나열해 볼 수 있다.

과학 자체의 지식과 연구경험， 직접적인 과학 학습의 지도경험，

은 과학교육의 陽究過程에 펼수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 나 아무리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일상 대면하여

인 연구문제”를 포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이

은 현상이라도 그 현상을 보는 “눈” 또는 觀點은 사람마다， 특별히 그 분야의 學問的 背景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는 그 분야의 연구결과를 알고 있을

때 판단 할 수 있다.

지혜라고

憶記만도

연구자의 獨創性은 문제의 포착으로 부터 시작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습득한 지

식과 방법이 경직된 틀에 얽매어 벗어 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거1 創意性이 가능할 것인가?

lJl 판적 이 라는기초 연구 결과에 대한 批判的 態度 없이 언구는 시작 되기 어려울 것이다.

것이 포펴 (Popper, 1957)등의 주장과 같이 “反證”하는 것은 단 한가지로라도 가능 함으로 용

이 하지만， 과학에 있어서 일반화 즉 모든 경우플 다 포함하여 “證明”하는 것은 不可能 하

다는 論理흘 再考한다면， 形成으로서의 昭究는 信念있는 몰두에서 올어 나오는

하겠다. 연구의 과정이 단순한 육체적 勞作이 아넘은 물론이지만， 많은 카口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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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결국 昭究는 전통적￡로 “道”블 닦는다고 하는 人間行鳥의 총체로서의 “通達”을

지향하는 전문적 과업을 뜻한다고 하겠다. 科學敎育의 집f究過程이 여기에서 例外일 수 없

을 것이다. 問題의 補提과 더불어 假說的이나마 解決의 실마리를 보지 않고서 어떻게 方法

을 강구하고 必훨한 데이터를 收集할 수 있겠는가.

C. 맑究方法의 類型 例示

自然科學의 연구에 있어서 굳이 方法이라는 점에서 분류 힌다떤 이론적과 실험적 방법

두가지라 하겠다. 理論的 接近은 주료 논리와 수학을 통한 분석이냐 직관적인 모형을 구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寶證的 接近은 실험실 질험이나 현지답사 또는 천문 기상의 관측

과 같은 활동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방볍론의 강의가 별로 없는 것에 <31 해 ， “과학화”플 시도하는 心理學，

敎育學， 社會學등은 “陽究方法論”이 중요시 되고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한가지 중요한 국면이라 하겠다.

연구의 목표， 내 용， 방법등은 근원적으로 서로 無關한 사항도 아니고 論理的으로 -方的

系列性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라는 언급을 상기할 째 그 어느 알부만 별개의 사항

무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옷하다고 여겨진마.

커티스(Curt i s， 1953)가 의장이었던 NARST의 한 소위원회는 과학교육 연구결과의 평가기

준을 위해서 寶驗陽究， 分析的iff究， 練合的@뮤究등 3가지의 법주를 제시 하였지만， NARST

의 1961년모임에서는 寶態調훌班究(Obourn， 1961), 分析的쩌究(Anderson， 1961), 寶驗的陽究

(Pella , 1961), 敎育課程陽究(Barnes， 1961)등￡로 구분 하였다. NARST와 학술지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n Teaching)의 첫호가 1963년에 발행될 때 버트(Butt ， 1963)는 과학교육

에 있어서 좀더 분석적 실험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융 강조 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의 지

나친 觀;念的 주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反應이라 하겠다.

아래에 나열되는 冊究方法의 예시는 그 어느 엄격한 基準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의 특정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간에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도 물

온 아니다.

1. 直接 經驗的 方法

과학교육 관계자로서 현장지도， 장학지도， 교육행정등을 담당하는 實錢者와 실헝적 지도，

임상적 면담， 사례적 정촉연구풍의 %究者들은 직접적오로 대면하여 경험한 것으로 부터

직관적인 판단과 개선 방안의 제시냐， 경험 사실을 분석하여 경향성， 관계등을 이끌어 낼

수있다.

이러한 직접 경험적 방법은 현실적이고 實際的이라는데 의비가 있지만 정확하게 정려되

어 기록 되지 않으면 경험담의 수준을 넘기 어려우며 단순한 시행착오알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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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험만오로 연구가 어려운 것은 앞서 언급 하였거니와， 變困統制가 어려운 현장

에서 다음에 논의할 설햄연구블 형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숙고해야 한다.

2. 꼈述的 調훌方法

과학교육의 過程을 질제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直接的인 대면조사방법， 질문지나 검사지 ‘

등을 통한 間接的인 지면조사방법， 운헌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조사방법등은 모두 서술적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학교육의 사실， 사태， 조건， 여건등에 대

한 歷史와 實態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에 언급할 질험적 방법에 의한 이론 형성이나 가치로운 과학교육의

효율적 구현융 위한 基本情報블 제공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i 그러나 이것은 마치 포양카레

(Poincare) 의 말과 같이 “마구 쌓아 놓은 역 올 무더 기 가 건축물이 아난 것”과 같이 그 자

체가 설명적 。l 론을 제공해 주지 않오며， 케풀려 (Kepler)의 經驗法則 정도에서 머블 수 밖

에 없다.

3. 分析的 實驗 方法

이론적 설명체계를 위한 볍칙의 발견을 위해서 필수적요로 요청되는 분석적 실험방법은

變因을 統制하여 因果關係플 밝히려는 것으로， 自然科學으로 부터 模做한 것이라 하겠다.

복합적안 여러 요안 중에서 몇개의 쫓因을 調整하여 점진적으로 관계를 파악 하려는 이

분석적 질험 방볍이 어떤 문제해결에 요원한 길 갚지만， 인간이 고안한 방볍중에 가장 彈

力한 한가지 방볍이라 하겠다. 이 연구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연구문제를 주의 깊게 選擇

하고 제한해야 하며 구체적안 實驗設計를 한후 실시 해야한다.

그러나 과학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적우로 行動科學陽究에 있어서 변인 동제가 어려운 난

점이 있다.

4. 準據的 論講方法

과학교육의 준거가 科學性， 兒童性， 社會뾰아라는 업장애서 과학교육의 한가지 연구 목

표요 동시에 방법은 그러한 준거에 의한 분석적 논의이다.

과학교육이 과학다움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묘로 전통적으로 과학지식의

誤쩔블 시정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부터 과학의 본정， 현대 과학적 지식과 방법에

견주어 과학교육의 목표설정， 내용선택， 방법강구에 準據的 指針을 논의하는 것은 요청되

는 일이다.

다 교과교육의 연구와 일반적인 兒童發達의 연구에서 말견한 사항을 준거로 과학교육을

논의 하는것 연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앞서 논의한 운려적 및 볍령적 문제와 같은 것은 사회성 준거의 한가지 대표적 예시이다

5. 理論的 洞察方法

直觀的 洞察을 비롯하여 論理와 數學을 구사학여 분석 종합함으로서 의미있게 관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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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형을 세우는 방법을 이론적 통찰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볍의 결과는 그 本質上 定理나 假說에 머물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결국 여러가지 경험， 조사， 실험， 준거적 논의등에 의한 분석적 결과가 體系化되며 새

로운 연구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찬 理論的 洞察方法에 의한 결과에 의존하

는 일면이 있다.

6. 綠슴的 開發方法

과학교육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해서 實錢模型을 구안하는 활동은 앞서 논의된 어느 한가

지 방법만오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던가 전혀 그러한 방볍은 제외해야 한다기 보다

複合的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1956년에 시작한 미국의 PSSC의 활동이나 바

네스(Barnes ， 1961)의 “과학교육의 한가지 定義 : 敎育課程昭究”의 주장은 저통적인 연구방법

이 대규모의 과학교육 개선활동에 부족함을 밝히고 있다. 多數 寶源A事의 協議와 {1i業등

을 통해 기본방볍의 수럽으로부터 교육과정， 자료개발， 현장시험등 일련의 過程을 수행하

는 복합적 정근을 종합적 개발방법이라 할 수 있다，

7. 生陽化學的方法

생물체의 특성을 지닌 A間 행동에 대한 연구는 머니-드 (Bernard) 이후에 物理化學的 정

근 방볍으로 크게 발전 하였다. 특히 뇌신경학， 유전공학등은 학습의 생불학적 또는 물리

화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敎育의 服究가 이러한 微視的 또는 自然科學的 將究로 언제 어떻게 환원될런지， 아니면

根本的￡로 不可能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접근이 우리

의 교육목표를 달성시키기는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교육을 否定的인 측면오로 이끄는， 즉

목표를 달성시키지 옷하게 惡用될 가능성은 인류의 별망의 가능성과 더불억 농후 하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라도 연구자의 관심은 있어야 할 것이다.

8. 歷史的 方法

歷史王義的 立場은 아니 지 만 역 사적 사실과 추이를 바탕오로한 E視的 과학교육의 역 사

적 연구방법은 추구 펠 가치가 있다.

역사적 방법이 반드시 科學的 方法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교육연구에 있어서 根源的

難點안 統制的 寶驗의 限界를 얼마간 극복 할 수 있는 방볍중예 한가지가 歷史的 接近이

아닌가 여겨진다.

2. 과학교육 연구의 道具와 技術

과학교육 연구는 무엇 보다도 연구자 자신이 갖추고 있는 과학， 과학교육， 그라고 교육

에 대한 理念， 知識， 能力， 態度등이 폼 가장 중요한 도구며 기술이라 하겠지만 좀 더 具體

的으로 중후한 것을 몇가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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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맑究方法의 選擇

과학교육의 여러가지 연구방법 중에서 무엇을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의 目標와 문제의 內容에 관계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과학교육의 寶態블 파악 하려띤 서술적 조사방볍이 체택 되어야 할 것이고， 觀

念形成의 몇因을 분석하고 果因關係를 발견 하려면 知識論의 準據的 論議와 實驗的 方法01

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연구를 위해서 直接 經驗的 方法아 동원 되거나， 目標 設

定을 위한 價f直判斷에 생불화학적 방법이 쓰일 수는 거의 없다.

2. 과학교육 관계의 情報魔集과 整理

과학교육 연구자는 과학， 과학교육， 교육등에 대한 연구괴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괄

적부로 정확하게 작은 비용으로 수접하고 필요할 때에 접근할 수 있게 정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겠다.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과학교육 연구 관계의 사전， 논문집， 논문요약지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課題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콤큐-터 정보망에 의한 자료수집방볍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연구자에게 크게 도움되는 일이다.

3. 統計學과 雷子計算機

어느 %究者에게나 論理學의 훈련이 필요하며， 과학도에게 數學이 필요함은 논의의 여지

가 없지만， 근래에 이르러 統計學과 電子計算機는 연구활동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에

대한 知識없이 論文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오며， 어떤 없究問題는 接近할 수가 없다.

그러나 練計學과 電子計算機의 지식이 펄요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단순한 이해와 이용

뿐 아니라 잘못 사용되는 것을 비판 할 수 없다는데 결정적인 필요성이 있다. 數量化만 하

였다거나 電子計算機만 사용 했으면 블림이 없고 훌륭한 논문이라는 피상적 개념은 바람직

하지 옷하다.

4. 科學敎育맑究으l “寶驗室”

과학연구나 과학학숨의 실험설은 自然의 사물과 현상을 統制하거나 調整下에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소이다. 과학교육 연구를 위한 실험 장소는 물질적인 통제 환경은 물론

이 지 만 그것 보다도 피 학습자를 統制下에서 교육하고 관찰하며 측정 할 수- 있는 寶驗學校

(laboratory school)라고 하겠다. 이 러 한 관점에 서 교육대 학과 사범 대 학 부속 학교는 교육

실습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 나아가서는 學校敎育冊究의 “實驗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

래의 目的과 機能을 재정비 해야 한다.

5. 測定道具

과학교육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과교육이나 일반적으로 웹究나 寶錢에 있어서 말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활동의 결과를 쭉當하고 信賴롭게 測定할

수 있는 道具가 개발되어 바람직하게 쓰이는가 이다.



34 師 大 論 龍 (21)

어떤 종류의 것이 개발되어 있는지， 각각의 특성은 어떤지 알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 개발된 것이 없￡면 연구자 자신이 마련해야 함으로 적합한 측정도쿠를 개발 할

수 있는 能力이 필요하다.

7. 맑究報告

연구는 計劃되고 實施된 후 반드시 報告되어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연구가 무슨 意味를

지닐 것인가?

글과 말로 보고되는 연구결과는 의사소동의 과정과 기술을 통해 상당한 質的 差異를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國文뿐만 아니라 英語를 비릇한 外國語의 必흉§性이 文歡의 이해와

더불어 國l聚的 技術交流를 위해서 필요하며， 시청각매체를 사용하는 기술은 학술모임에서

口頭로 발표할 때 대단히 도움 된다.

V. 科學敎育冊究의 發展體制

과학교육연구의 核心體는 연구자이다. 없究者의 자질， 교육적배경， 직엽 및 연구기회는

과학교육연구의 存廢로부터 그 質과 量을 결정한다. 연구자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全

時間을 연구에 종사-할 수 %는 기관에 소속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관은 거국적인 입장에서

設立되고 運營 되어야 한다.

기. 科學敎育 if究者

1. 科學敎育맑究의 先題者

학위가 반드시 연구자의 자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질적인 관점에서 한국

은 과학교육의 博士課程이 없음우로 과학교육연구자의 정상적인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의 실천과 더불어 과학교육의 연구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분

류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이 3법주가 있다고 생각된다.

(1-) 科學者로서 과학교육연구

특별히 과학지식이 과학교육에 중심이 되었던 경우에 科學者 또는 科學敎授가 어떤 형태

나 수준이던 과학교육 연구를 시도하였음은 명 백 하다. 이 들은 과학교육의 內容을 決定하거

나 誤認블 지적하는 일， 질험기술과 기구룹 도입 하는 일등을 해왔고 또 이런 일은 앞드로

도 계속 기대되는 일이다. 그려나 그것이 과학교육 연구의 전부가 아니며， 과학자의 設害U

을 다 하면서 동시에 과학교육 연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교육

은 과학자 양성에 앞서 모든 국만의 교양교육으로서 수행될 것이 요청되며 ‘그러한 이념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는 과학과 더불어 아동 및 교육일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고 그에 터 하여 전문적￡로 연구합동을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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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科學敎師로서 과학교육연구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다 냐은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얼마간 있

음은 확실하다. 이 노력이 시행착오적인 技術이라 하더라도 과학교사의 “現場짧究”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실천의 경험이야 말로 과학교육 연구의 시작이

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전문적 과학교육연구를現制度下에서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사에게만 기

대할 수는 없다. 실천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은 관계 있는 일이지만 똑같은 目標와 背景을

지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과학교육 연구목표의 제 2 법주인 理論의 形成과 같은 일은 그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 특별한 연구활동이 요청된다.

( -1 ) 科學敎育敎授로서 과학교육연구

한국에 있어서 교사교육의 歷史的인 연유로 과학교육과가 생겼고 그에 소속되는 교수가

있어， 公稱上 과학교육과 교수가 있다. 직션적인 논리로는 이들이야말로 과학교육을 전문

적으로 연구하고 과학교육과목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자연과학대 학 교수외- 큰 차이 없는 과학의 연구와 교수활동에 주력하고 과학교육의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하겠다. 과학교육과 교수는 누구나 모두 과학교육 교수이

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현재의 실태는 根本的으로 再考 되어야 한다. 적어도 과학

교육교수는 과학교육 연구의 中心的 f뚱害U을 담당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

러나 이러한 과학교육교수는 어디서 題出되며 그 資質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문제이다.

2. 과학교육 연구자의 資質과 敎育

일반적&로 과학교육 연구자는 科學의 이흔과 질험 , 科學哲學과 科學史， 敎育學과 心理

學， 그리고 科學敎育의 理論과 實習의 경험， 지식， 아해， 그리고 좋은 태도가 요청된다고

하겠오나 그 수준과 법위를 엄격히 구분 지울 근거나 준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논의의 시작이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부록에 제시된 과학교육과 碩土 및 博土課程案을

전제로 하여， 과학교육 연구자 또는 일반적우로 과학교육 전문가는 최저 수준으로 과학교

육 석사과청을 이수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과학교육 연구영 역 중에서도 專門化와 다양한 정근을 위해서는 다음파 같은 분야에 더

깊은 지식과 연구 경험을 전제로 하는 과학교육 연구자의 資質을 생각 할 수 있다.

(}) 과학연구

, ( j: ) 과학철학 또는 과학사연구

(-J) 행동과학연구

(~) 학교교육연구

科學의 한 분야를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의 과정으로 이수하고 연구논문을 뱉표한 경험이

있거 나 계속 하면서 과학교육의 박사과정을 이 수한， 즉 과학배경 이 강한 과학교육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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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科學分野別 영역분류의 한 법주를 연구하여 이본형성을 꾀 하면서 基鍵學問的論議를 통

하여 가치있는 과학교육 목표와 내용의 판단에 공헌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사범대학 과학

교육과 교수중 그간 계속과학연구를 중심으로한 교수， 자연대 교수중 과학교육에 공현 할

의사가 있는 교수， 과학고} 과학교육 두분야의 학위를 계획하는자로 부터 기대될 수 있다.

과학교육 박사학위 수준의 일반적 인 교육과 더불어 科學史와 科學哲學의 배 경 이 강한 과

학교육 연구자는 과학교육철학과 과학교육사를 체계적오로 연구함으로서 과학 교육에 공헌

할 수 있다. 현재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과학교육에 공현할

의사가 있는자나 학부의 과학교육과나 이용계를 공부하고 철학， 과학철학， 교육철학을 바

탕으로 과학교육을 전문으로 연구할자 그리고 문화사， ，과학사， 교육사를 바탕으로 과학교

육사를 전공할자로 부터 기대 할 수 있다.

과학교육 박사학위 수준의 일반적 교육과 머 불어 섬 리 학등 廣義의 行動科學의 배 경 이 강

한 과학교육 연구자는 과학교육의 理論形밟에 주력함으로서 과학교육 전문화에 공헌 할 수

있다. 현재 과학교육과 교수중 행동과학을 갚이 연구하고 실험연구블 하는자나 과학교육박

사 학위 수준의 교육에 행동변화별 연구영역의 한 범주를 연구하는자로 부터 기대 할 수

있다

과학교육의 박사학위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學校 現場에서 직 접 아동을 교육하는 과학

교육 연구자는 대상별 연구영역의 한 염주플 연구하여 이흔형성을 꾀 하면서 동시에 효율

적인 과학교육의 구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사범대학 부속학교 과

학교사직을 박사학위 소지 교수급오로 대처 함으로서 기대 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3. 과학교육 연구자의 投劃水準

(l-) 연구자의 -次的 基本投害U

과학교육 연구자는 獨創的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일차

적 기본역활은 다음에 언급할 기타 역활의 바탕으로 연구자의 權利이며 義務라 하겠마. 아

려한 기본역할의 성공적 기반 위에서만 다음 수준의 역할이 가능하며 다당하다‘

(j=) 연구자의 二次的 形式彼害U

과학교육 연구자의 기본적인 알차역활을 바탕으로 각 범주내에서는 불론 냄주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論議하며 체계화하여 전문직을 획웹해야 한마. 이러한 활동은 일차역활의

연구결과블 口頭냐 文章으로 발표되는 共同活動으로 이 뤄 지 는데 , "1것은 科學敎育學會와

같은 연구모임오로 가능해진다.

특별히 과학교육연구의 倫理 분제에 있어서 어느 특수언의 뀐위 보다는 共l司體로서의 활

동이 요청된다.

(1) 연구자의 三次的 寶錢彼劃

과학교육을 질제로 수행하는 파청에 연구치플의 역활은 限第가 있는 임우이치만 二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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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害U에 이어 어느 범위에 결쳐 해야할 활동이 있다. 과학교육의 정책 결정이나 행재정방안

수립의 휩훌國的 課業오로부터 地域別 장학이나 학교환경 조성과 실제 수업에 대한 연구자적

역활은 쭉當性과 可能性을 논의하고 理論的 知識과 專門的 技術을 제시 함으로서 가치판단

과 실시방안 계획에 공핸하며， 또한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인 결정과 칩행은 연구자의 역할이 아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러 한 投劉水準의 區分은 擺念的인 것￡로서 실제 어 느 個A은 연구자인 동시 에 실천책

임 자의 投害U을 籍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L) 科學敎育맑究의 :울動體흙IJ

과학고} 과학교육의 복합성 6로 부터 과학교육 연구의 目標， 內容， 方法 그리고 과학교육

연구자의 f뚱害U등이 多重的인 성 격 으로 인하여 그 어 느 一部의 範購가缺如 될 수가 있￡며 ,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斷切되거나 混亂스럽게 연구활동이 시행될 수 있다. 각법주의 연구

활동아 지해롭게 調和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體制를 강구해야 한다.

1. 缺如體옮IJ

과학교육의 연구목표중에 특별히 제 2 뱀주의 연구활동이 부진한 理論形成 目標의 缺如體

制， 과학교육 연구내용의 법주중 그 어느 일부의 次元이나 課題가 다뤄지지 않는 內容의 缺

如體制， 과학교육의 연구에 있어서 그 어느 특정한 방법만을 채택하는 경우， 예를들면 연구

라는 활동이 서술적 조사만 한다던가 협의만으로 연구라는 활동윷 모두 대신하는 것과 같

은 方法의 缺如體制， 과학교육 연구자가 개 인적 연구활동은 있으나 공동적 인 學會활동이 나

실천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연구자 沒劃의 缺如體制등은 편파적인 상항을 초래 할 것

오로 均衝的 發展을 도모 할 수 없다.

2. 斷切體制

과학교육 연구자의 제 2,3 수준의 投劃機能이 부진하여 신속한 정보 교환이나 다땅한 학

술적 논의 활동이 미진한 단절체제의 경우에는 과학교육의 실태가 調훌 되었거나 理論이

연구 되었어도 종합적 계획이나 실천에 반영되지 뭇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절체제에서는

불펼요한 중복연구에 의한 浪費가 있는 반면 펀파적이기 쉬우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知的 戰刺을 받을 수 없다. 또한 共同的A로 깊고 넓게 탐구 할 수 있는 문

제플 거의 시도해 볼 수 없어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paradigm)을 形成할 수 없을 것이다.

序言에서 지적한 기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단체들이 서로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고 모든 것

을 자체만￡로 이룹하려 한다면 지극히 非能率的이기 쉽 다.

3. 混亂體制

외형적으로는 각 뱀주의 연구활홍을 표망하고 있지바는 ::L 설제척언 연구의 공통 맞 협

조활동이 非合理的이 며 非效果的인 混홉L體制는 지 양해 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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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활동이 개 인의 자유스러운 創意性이 존중되는 동시 에 타당한 근거 에 의 한 論理

的 태도가 중요시 되지 않고 그 어떤 專制的 指示에 의한 勞務에 그치거나， 정당한 公共團

體活動이 아니 라 一部의 和餘을 위하여 學術的 理論보다 個A的 감정 에 의 하여 非合理的인

용H性의 흐름은 과학교육연구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마치 잘못

쓰이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인간교육에 惡影響을 끼칠 것이다.

기초 연구가 학자적 신념없이 이뤄지거나 실천자들의 행동이 다성적 勞務意識의 즉흥적

임 시 변통으로 과학교육을 계획하고 수행 하는 것은 부당하고 非道德的이 다.

4. 發展的 備環體制

生命體의 순환과정을 통한 成長이나 科學의 발전과정과 같이 과학교육의 발전적인 연구

활동은 앞서 지적한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소 3가지 의 필요조건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첫째는 중요한 연구활동의 각범주를 포콸함으로서 결여체제에서 탕피해야 한다.

둘째는 각 법주간의 有機的인 의사소통과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단철체제에서 벗어나

야한다.

셋째는 각 법주의 연구 활동아 있을 뿐만 아니라 質的 向上이 요청되며 全體的으로 調和

있게 연구활동이 수행 되 어 야 한다.

C. 과학교육의 맑究機關

과학교육의 연구자가 專門職으로 과학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기 관과 학회가 존재해 서 연

구의 목표플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種類의 것이 어떤 任務를 띠고 무슨 形態로 있어

야 되는가는 단순하지 않다. 이마 한국에 과학교육 관계 연구기관과 연구 단체가 적지 않

음을 지적 하였다. 本論은 그들의 설립 동기나 그간의 엽적들을 분석하기 보다 어떻게 과

학교육연구의 求心點을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 하려고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시점에 있어서 과학교육의 연구는 量的인 확대보다 質的인 向上을 도모해야 되

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小規模의 機關 多數 보다는， 大規模의 機關 小數를 육성하여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나 임시직 연구원의 증원보다 기성 기관중에 가장 可能한 기

관을 彈化하여 전문적으로 과학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세째， 과학교육 연구활동 차체내에서의 전문적 분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은 基魔昭究와 寶錢%究 기관청도로 구분하여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네째， 기초연구 기관은 소수의 線合大學校를 중섬으로 하여 연구목표 제 2 뱀주언 理論形

成을 주로하여 장기 적 인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실천연구기관은 國家水準A로 부터 市道敎育委員會， 地域， 學校， 敎師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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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어 연구목표 제 3 뱀주인 價{直있는 과학교육융 效率的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政策樹立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서 지나친 劃-化나 무모한 等分의 조치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基本 立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단체에 대한 模型을 아래

와 같이 구안한다.

1. 과학교육의 基魔맑究機關

연구의 수준과 형태가 어떠하먼 그간에 과학교육 연구의 中心機關은 敎育大學과 師範大

學 科學敎育科라고 하겠다. 교육대학은， 부설 과학교육연구소 및 부속 국민학교와 더불어，

초등과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사양성에" 그리고 사벙대학은 중등과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중등과학교사의 양성에 꽁현해 왔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찮劃을 더욱 發展的으로 담

당 하도록 육성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냐 그러한 대학의 科學敎育敎授는 어느 기관에서 養成해야 한는가? 시、數의 緣合大

學校 科學敎育科는 과학교육 博士課程을 설치하여 高級科學敎育人力을 양성하고 과학교육

의 기초연구를 수해해야 할 것이다. 이허한 임우를 담당합 대학교는 現職 敎授로 하여콤

國l치外에서 특별한 연구 기회를 마떤해야 할 것이며 外國에서 과학교육 박사학위과청을 이

수한 사람들을 많이 課敎해야 할 것이다. 부속학교는 참다운 寶驗學校 역할을 할 수 있는

機能과 體制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과학교육의 寶錢맑究擬關

과학교육 연구옥표의 제 3 범주인 가치로운 과학교육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방안

을 수립하는 實錢陽究는 우모하게 어느 한 기관에 의하여 권위척 指示 형태로 이뤄지는 것

은 부당하다‘ 그러나 몇개의 階層的 班究가 시행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明確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國家， 市道， 地域， 學校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국가적 수준의 정책과 교육과정의 기본 계획 수럽 연구는 광범한 資源)、事의 동원으로

책임있게 수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우는 어느 한 기관 또는 개인에 일임 될 수 없다.

또한 권력의 남용이나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까지 규제하는 지시는 용인 될 수 없다. 전국

의 과학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週期的오로 파악하고 치초연구의 결과와 교육전반， 나아가서

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公正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기본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각 市道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적 상수준의 방침에 따라 그 市道의 특성

을 고려하여 시행할 연구체제를 갖추고， 그에 잇달아 지역별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理想的

이겠다.

그러나 질천연구 기관으로 학교가 가장 결청척인 위치플 차지하는 것은 섣제로 수엽이

이뤄지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운영이나 교사의 指導가 지시에 의한 勞務者的 형-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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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기 위해서는 과학교사에게 과학교육의 지도블 改善할 수 있는 能力과 여건을 마련

해 주는 制度를 확럽하기 위해서 학교의 擺念과 機能이 再設定 되어야 한다.

VI. 結 긍표
r:rr::r

과학교육의 연구가 價f直있는 學術的， 敎育的 活動이 라논 {듭念을 가지 고 구체 적 으로 과학

교육연구의 目標， 內容， 方法 그리고 體制에 대한 序說的 論議를 시도하였다.

바비 (Babbie， 1973, 12-19)는 理想的안 科學의 特徵을 논리적， 확률결정적， 일반적， 간결

절약적， 특정적， 실증적， 間主觀的， 開放候正的이라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應用 및 생활에의 심각한 影響등은 과학에 대해 偏見을 지닐 기-능정이 많으며， 그

러한 편견은 과학교육에 대한 誤解나 偏見으로 전파되기 쉽다.

과학교육의 基짧準據가 과학성 뿐만 아니라 아동성과 사회성도 충요시“됨으로 과학교육

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다가는 자칫 편파적일 가능성이 더욱 짙다. 그려기 때문에 현재

草創期에 있는 과학교육연구는 그 性格마저 定立되 지 않은채 혼란스려운 상황에 處해 있음

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本橋에서는 그 性格을 좀더 분명히하려는 뜻에서 과혁교육의 돼究目標를 세가치

設定하였다. 첫째로 연구의 시작아요 가본오로서 時空間에 걸친 과학교육의 情報를 수칩하

고 분석 하는것， 룰째， 과학교육 “현상”의 統制的 寶驗에 의 한 法則的 理論과 과학교육의 준

거 인 科學性， 兒童性 및 社會性의 분석과 종합에 의 한 準據的 理論을 형 성 하는것， 셋째 로

과학교육의 시행을 위해 上水準으로부터 담당 교사에 이르는 實錢模뿔을 구안하고 기}말 할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博物學的인 활동으로 부터 전통적인 학문적 성격의 基鍵

빠究， 그리고 사회공학적인 應用|짧짧%究등을 포콸하는 광뱀한 연구목표의 설정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과학교육 연구 내용의 領域分類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科學分野別 敎育따究(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지구과학 교육연구)

對象水準別 敎育liJ1究(초곱I， 중급 맞 고급과학교양， 초급， 중급， 고급 및 특수과학교육

인력 양성， 그리고 과학기술인력과 과학의 인문사회성 연구자 양성 교육연구)

行勳變化別 敎育冊究(괴학기능， 과학지력， 과학치식， 과학인식， 과학흥미 및 과학정신

교육연구)

科學敎育機能別 聊究(과학교육철학， 과학교육과정， 과핵학습심리， 과학교수방봐 과학

시설과 자료 및 환경， 과학교육평가， 과학교육 행정과 장학， 과학교육전문성， 과학교육

비교연구)



科學敎育의 짧究論 小考 41

등 o로 범주화 할 수 있는 四次元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혔￡나 그 어느 -一次元에 따

른 영역분류나 서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選擇基準을 찾기 어렵고 연구의 진전과 펄요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을 것입을 시사 하였다.

四次元 體積素흘 단위로 하는， 예를들면 “고등학생의 물리 지식의 평기에 대한 연구”와

같이 定義련 ?iff究課題는 위와 같은 영역분류의 뱀주화 數종로만 어렴하여도 4(분야) x8(대

상) x 6(행 동) x9(기 능)=1728(과제 ) 냐 된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나 논운제목은 각 범주를

한총 더 상세히 분류‘ 해야될 것이고， 연구목표의 법주와 연구방법의 채택에 따라 한층 세

분 될 것이무로 그 數종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준과 범위가 적절한 연구문제의

포착과 설청은 그리 쉬운 일이 아념을 알 수 있다. 실제적드로 연구된 구체적 결과와 연구

동향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학술적 활동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광멤한

일이며 어려운 課業으로 本鎬에서 제외 되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이 겹치는 복합적 성격의 과학교육연구는 어느 한가지의 고정된

연구방볍이 있거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方法이리는 것이 기계적이 아니고 創

意的 過程이라는 입장과 특히 과학교육의 연구가 草創期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포함

하여 광범한 접근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 하였다. 과학교육 연구방법 으로는 直接 經驗的昭

究，~述的 調훌， 分析的 實驗， 準據的 論議， 理論的 洞察， 練合的 開發， 生物化學的 그리

고 歷史的 昭究方法 등을 예시하였다. 과학교육의 연구에 필요한 道具와 技術에 있어서는

연구목표와 내용에 따른 방법 의 選擇， 情報의 수집과 정 리 , 統計學과 電子計算機， 과학교

육연구의 寶驗室， 測定道具 맞 陽究報告의 중요성과 펄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교육의 연구가 바람직하게 수행되 기 위 해 서 는 짧究者의 數종와 資質의 문제 를 ll]릇

하여 그들이 전문적 인 職業)..2.-.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機關의 存立과 학술활동의 與件

등의 문제 가 바람직 하게 인식 되 고 확럽 되 어 야 한다. 과학교육의 大學院 課程이 박사학위

과정의 설립을 포함하여 확대 강화됨으로서 高級 및 特珠 과학교육 人力의 需給과 전문성

이 확럽되어 基健昭究가 이룩 될 것이며 또한 國家的 水準으로 부터 학급담당 敎師水準에

이르는 및콸많흉댐￥究가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의 연구가 지혜롭고 성실하게 시행 되면， 과학교양 교육이 향상됨으로서 참다운/

全λ.敎育에 의미있게 공현 할 것이고， 과학전운교육의 발전은 국가사회가 펄요로 하는 科

學技術A力의 수요공급을 충당함으로서 과학과 산업발전에 공현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교

육의 연구는 과학교육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般敎育理論 형성에도 공현할 것이며， 한편

과학교육 연구의 특별한 어려움이 퇴然科學과 人文社會學에 복합적￡로 관계함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 문제가 비단 과학교육연구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푼화의 근원적얀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두 文化짧의 의사소통에 무엇보다도 과학교육의 연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 라는 信念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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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信念과 期待 水準을 넘지 못하는 本鎬의 直親的 素-뽑가 얼마나 意、味 있을 것인가

는 계속적인 분석적 1;1]판과 실제연구 활동을 통해서 판단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한 洞察

的 模型의 先騙的 試圖였다는 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附錄 : 科學敎育 碩士 및 博士 課程〔私案)*

1. 趣 릅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중추적 投劃올 담당할 高級 및 特練 科學敎育A力의 양성과

계속 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과 大學院에 주간석사 및 박사 과정을 설치할 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例示와 같은 對象을 계획적으로 양정하기 위하여 經合大學校內얘 이러한

課짧을 설치하는 것은 철질 하다고 판단된다.

(기) 科學敎育없究者 및 敎育大學과 師範大學의 科學敎育敎授

(L) 科學 擔當 雙學士(官)와科學 및 科學敎育 行政家

(드) 科學 및 科學敎育關係 建葉， 施設， 機器， 印쩨資料， 視聽媒體의 設計 및 製作者

(i:'.) 初中高等學校 科學主任 및 大댔媒體와 科學館등의 科學敎育專門家

2. 目 標

과학교육 대 학원 과정 의 중요한 교육 목표를 아래 와 같은 사항에 둔다.

(η) 自然科學， 行動科學 및 科學敎졸의 基本裡念과 聽;융體系를 理解하고 -部 領域에

專門的 知識을 갖는다.

(L) 科學敎育의 핍究와 科學複業 改善에 발휘할 創意力을 키 운다.

(c) 科學， 科學敎育 그리고 敎育에 대해 信念있는 態度와 科學精神을 갖으며 學者的 品

性을 지난다.

3. 基本方針

(기)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교육에 신념이 투철하고 창의적엔

연구와 지성적 행동을 하는 지도자 교육을 지향한다.

(L) 기초 과학의 理論과 實驗， 과학교육의 理論과 寶際를 의미있게 관련지워 이해하고

탐구하며 질천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중요시 한다.

(c) 교과목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개개인이 덤由롭게 選擇하도록 하되 과학의 71 초가 약

* 本 妙案은 1978년도 韓國科學敎育學會誌에 게재한 筆者의 “과학교육과 교육과정 계획의 한 모형”

內容과， 1979년 11월，부터 시 작한 서 울大學校 師範大學 科學敎育科 敎授協議會에 서 논의 된 사항을

참고로 하였으나 本案은 전혀 본인의 見解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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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게 한다.

(2.) 과학교육인력의 量的 充足과 質的向上을 위하여 入學條件은 용이하게 하되， 후業을

위한 題修規定은 嚴格히 한다.

(0) 批判的 昭究없이 외국의 과정이나 방볍을 모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실정 에 알맞는 효과적 방법을 강구한다.

4. 敎育內容

(I) 전공내용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숨

(1-) 전공기초내용

수학， 통계학 및 자연과학의 이론과 실험

(ζ) 전공지원내용

과학철학i 과학사， 심리학， 일만교육학 등 관계되는 A文社會學分딸

5. 敎科目

(기) 전공과목

과 목 영

科學敎育哲學

科學敎育課程

科學學習J~\理

科學敎授方法

科學敎育許價

科學敎育行政과 용훌學

科學敎育史

科學敎育昭究方法

科學敎育세미나 r, n
科學敎育特講 r, n
科學施設管理實習

科學機器考案 및 製作寶習

科學視聽媒體實習

野外科學指導寶習

‘物理敎材阿究

학접(시간수)

3(3)

3(3)

3(3)

3(3)

3(3)

3(3)

3(3)

3(3)

1(2) , 1(2)

2(2) , 2 (2)

3(2+2)

3(2+2)

3(2+2)

3(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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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學敎材網究

生物敎材昭究

地學敎材昭究

統合科學敎材昭究

初等科學敎育*

中等科學敎育%

大學科學敎育￥

大댔科學敎育%

(*理論 및 陽究指훨實習包含)

(L) 전공기초과목

自然大 大學l짧 科目

(c) 전꽁지원과목

敎育學科등 해 당과 大學院科目

3(2+2)

3(2+2)

3(2+2)

3(2+2)

3(2+2)

3(2+2)

3(2十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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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學生選技

(기) 석사과정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

띨기시험 : 전공지초과목과 영어

면접고사 : 전공내용과 과학교육자의 자질

(L) 박사과정

지원자격 :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자

필가시험 : 전용기초과목， 영어 및 통계학

면접 고시 전공내용과 과학교육연구자의 자질

7. 題修規定

(기) 석사과정

총 30학점 이싱 이수하되， 그중 전공과 전공기초륜 각각 40%이 상 이수하고 연구논문

을 l편 제출하여 통과해야 한다.

(L) 악사과정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을 포함하여 총 70학점 이상 이수하되， 전공과 전공

기초 과목을 각각 40%이 상 이 수히고 과학교육 박사학위 논문 1편을 제 출하여 통과

해야한다. 또한 수료하기 전에 전공기초 과학분야의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단독 논문

1편이 상을 발표하고 1년 이상 과학교육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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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the belief that research for science education will definitely contribute to the

fundamental and long-term improvement of teaching 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are investigated in detail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science and the

basic I factors of teaching science.

Three objectives of researchfor science education are established; the first i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on science education including historical and statussurveys;the

second is to construct both experimental-explanatory and factor-deduced theories; and the

third is to perform the applied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including action study.

The subject areas of th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are categoriiod in four different

ways which correspond to four-dimensional characters with research tasks; the first way

is according to the areas of science: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the

second way is according to the levels of students: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of science for literacy , teacher education ,for the corresponding levels, eoucation

for specialists of science, technology,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the third way is

by domain of behavior: psychomoter skill , three parts of cognitive, and two parts. of

affective domain; and the fourth way is by educational functions: philosophy, curriculum ,

learning, instr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s, evaluation ,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professionality, and comparativ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The specific examples of

the subjects are given according to the linear arrangement by the way of educational

function.

After discussion of the principles of approach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 the specific

methods are introduced; direct-experience , descriptive , experimental, reference-deducing,

theoretical , developmental, biological and historical methods. And then some of the impor

tant tools and techniques for research are discussed.

The last discussion is related to <;ompetance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ers and to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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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ility of establishing full time position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does not only improve science teaching but also contri

butes to formation of general theory of instruction, and to communication between natural

scientists and humanitists because thenature of science education can notbut confront the

aspects of both natural sciences and social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