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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여러 교육과정개혁 문서들

에는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중심의 학습과 함께 과학과 관련된 실제

사회의 쟁점들을 도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 쟁점에 대한 소집단 논의 활동을 도입한

교양생물학 강좌 수강을 통해 초등 예비 교사의 과학 본성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양 생불학 강좌의 전반부에서는 현대 사회

의 쟁점과 관련되는 생물학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그 후에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한 소집단 논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좌 수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견해 변화와 수엽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vaSTS 검사지와 CLES 검사지를 이용해서 조사하였다. ‘과학’， ‘과학에 대한 사회

적 영향’， ‘과학자의 특성’，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구성’의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

는 6가지 문항을 포함하는 수정된 vaSTS 검사지를 통해 사전， 사후의 응답 빈도

분석을 한 결과， 교양 생물학 강좌가 학생들의 STS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학생

들 개인의 삶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 강좌 내용과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제공한 수업 방법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교수

** 서올대학교 생물교육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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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현대의 여러 과학 교육과정 문서들에서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e.g.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Driver, Newton, & Osborne, 2000; Millar & Osborne,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Hurd (1998)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STS의 관계 인식， 과학 발전에 따른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문제 판단， 과학 발전과 공공 정책과의 관련성 인식， 공동체에서 과학

과 관련된 실행에 참여하기 등이다. 또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여러 과학 교육과정의 목표 분석을 통해서 최경희(1 996)와 조희형과 최경희 (2000)

는 과학적 소양인의 중요한 요소로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상호

간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장현숙과 최경희， 2006) .

STS 교육의 흐름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 교육에서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

를 인식하고 현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Aikenhead， 1994; 2003).

이러한 STS 교육은 오늘날 모두를 위한 과학， 과학적 소양， 시민성을 함양하는

과학 교육，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주제에 대한 논변 · 비판적 사고 · 의사

결정， 과학의 본성 이해， 인본주의적 과학 등의 다양한 논의들과 관련되어 왔다

(Vazquez-Alonso et aI., 2006).

STS 관계에 대한 현대의 인식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STS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Aikenhead와

Ryan(1992)은 캐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술의 정의， 사회가 과학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자의 특성，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 기술의 사회적 구성， 과학 지식의 본성 등 총 8개 범주의 114개 선다

형 문항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STS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개발된

VOSTS(Views on Science - Technology Society) 검사지는 여 러 연구자들이

문항 수와 대상을 달리하여 사용해왔고， 각 연구 결과로 나타난 STS 견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VOSTS는 원래 과학， 기술，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나， Rubba 등(1996)은 학생의 응답을

사실적인 견해， 어느 정도 이점을 갖는 견해， 순진한 견해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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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결과를 정량화하여 추리 풍계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고등학생에게 vaSTS 16문항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관점을 분석하였고， 노태회 등

(2003)은 한국의 고등학생에게 10문항을 적용한 후 통일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를

분석 • 비교하였다. Moss 등 (2001)은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지식의 구성

에 대한 8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VaSTS를 사용하여 교사나 예비교사

의 STS 견해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Celik과 Bayrakceken (2006)은 터키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3문항을， Vazquez-Alonso 등 (2006)은 스페인의 중등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9문항을 Yalvac 등(2007)은 터키의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6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여 STS 관계에 대한 견해를 연구하였다.

교사들의 과학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은 학습자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llagher， 1991).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STS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현대적인 관점으로

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초등 예비 교사는 장차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포함

한 모든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STS 관계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갖게 하는 교육이 이들에게 제공펼 필요가 있다(박종석 등， 2001) 또한 이러한

교육야 학생들의 관점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양 생물학 강좌에서 생명 윤리 쟁점에

대한 소집단 논의 활동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서， 참여한 예비

교사들의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이러한 견해가

강좌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강좌의 유용성이나 자신의 기여

도 등 강좌률 얼마나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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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맞 내용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참여한 예비 교사들의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교양 생물학 강좌 전 •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강좌의 수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로 ‘과학기술사회와 생물

학’ 강좌를 수강하는 경기도 지역의 A 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 68명과 ‘인간생활과

생물학’ 강좌를 수강하는 충북지역의 B 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 70명 을 선택하였

다. 이들 중 검사지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학생을 구분하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하

였다. 참여자는 검사지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120병 으로 A 학교 64명 (남학생 23

명， 여학생 41명 ) ， B 학교 56명 (남학생 11 명 ， 여학생 45명 )이 다.

2. 연구 절차

참여자에게 강좌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동형의 선별된 vaSTS 문항에 응답하

게 하였다. 또 강좌 후에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CLES(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 Survey)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예비

초등교사들이 이수한 일반 생물 강좌는 교재의 내용 및 강의의 내용이 일상 생활

의 맥락에서 도입하고 관련 개념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개념을

위주로 한 생물학의 학문 제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강좌가 아니었다 강좌는 일주

일에 두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첫 시간에는 강좌가 진행되고 후반부에는 강좌 내

용과 관련된 사회 속의 과학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 학기 강좌 동안

에 다루었던 주제와 논의 내용은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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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양 생물학 강좌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논의 내용

강좌주제 논의 내용

l 과학이 감기들 치료할 수 있을까， 과학

적 방법에 대한 접근

2 최상의 다이어트 ; 세포와 물질대사 과자 vs 건강 - 제과엽체들의 손해보상청구

사건

3. 생물 광맥의 전망， 생물 다양성 계통수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존 vs 경제적 이득

서해간척사업의 진단

4.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만큼 지적인가; 범죄 vs 유전적 정신 이상 - 우리나라의

유전과학 정신이상자 처벌법규

5. 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6. DNA 검사; DNA구조와 복제， 감수분열

7. 유전공학; 유전자 발현， 유전 공학

8. 인간의 유래; 진화의 증거

9. AIDS 치료법의 발닿 자연선택

유기농채소 vs 값비싼 채소들 - 유기농채소
에 대한 우리의 믿음

창조론 vs 진화론 과학의 증거들

에이즈 치료약 개발비 vs 약소국의
특허권 불인정

시청각 교육 - GATTACA

10. 인간의 정체， 종과 인종

11 광우병은 전염될까; 면역계， 세균， replica vs original - 발달한 생물학 시대

바이러스 무엇이 인간인가?

12.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은 위기를 맞고

있는가， 생태학과 보존생물학

3. 검사 도구

1.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

한 학기 동안의 일반 생물 강좌가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구로서 Aikenhead 등(1989) 이 개발

한 vaSTS 문항을 사용하였다. VaSTS는 과학과 기술의 정의， 사회가 과학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자의 특성， 과학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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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성， 기술의 사회적 구성， 과학 지식의 본성 등 총 8개 범주의 114개 선다

형 문항으로 구성 되 어 있다(Aikenhead & Ryan, 1992). 연구 목적 에 따라 일부 문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14문항 중 과학， 사회

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 과학자의 특성，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의 네 범

주에서 6문항을 선별해서 사용하였다(표 2). 선정한 7문항은 과학 · 기술 • 사

회의 관계 인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으로 문항의 선정 및 해석은 과학교

육 전문가 2인 의 합의 및 검증을 거쳤다.

선정된 6문항은 연구의 목적과 적용 대상 학생을 고려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우선， VaSTS 문항 내용을 한국 상황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

다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원래 문항에 포함된 ‘캐나다’라는 국명을 모두

‘한국’으로 수정하였다. 또 각 문항마다 학생이 선택하도록 제시한 S-l17R의 답지

중에서 뒷 부분의 ‘이해할 수 없다.’， ‘선택을 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 중 어느 것도 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제외하였다. VaSTS

문항에 포함된 답지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반영하고 있어서 각 항목에 대한 신중하

고 갚이 있는 고려가 필요한데， 뒷 부분의 이러한 항목들이 답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선택하는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현숙과 최경희(2이6)

도 이들 답지들을 제외한 vaSTS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이 답지의

의미에 대해 물어본 경우에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2> 사용한 vaSTS 문항의 내용

vaSTS 하위 항목
Code

내용
No.

과학 10111 과학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과학 · 기술에 20121 과학 연구 방향에 대한 사회기관이나 정부의 의견 제시

미치는 영향 20411 과학자에 대한 특정 종교와 문화의 영향

40111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자의 염려

과학자의 특성

40212 공기 오염 기준치 결정 책임자로서의 과학자， 공학자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70212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의 이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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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검사지 (CLES )

강좌에 대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Taylor와 Fraser(l991)

가 개발한 CLES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CLES는 수업 환경에 대한 5개 범주의 28

개의 질문에 대해 5점 의 리커르트 척도로 묻는 검사지이다(표 3).

〈표 3> CLES 검사지의 범주별 내용(Taylor 풍， 1997)

CLES 범주

일상생활과의 연계

(Personal Relevance; PR)

과학의 불확실성

(Science Uncertainty; SU)

비판적 의견 제시

(Critical Voice; CV)

수엽 운영 참여

(Student Negotiation; SN)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Shared Contro l; SC)

4. 자료 처려 맞 분석

내용 문항수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6
적절한가?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6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

는가?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 계획과 6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득이

된다고 느끼는가?

학생은 교사가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 4
며， 기준을 평가하고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데

함께 참여하는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판단할 6
기회를 가지는가? 그리고 자신과 다른 학생

들의 생각의 타당성을 시험할 기회를 갖는

가?

vaSTS는 원래 캐나다 고등학생들의 STS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위한 검사

도구로， 정성적인 해석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Rubba 등(1996)에 의해 STS에 대한

학생의 관점을 사실적인 견해，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진 견해， 순진한 견해 등으로

구분해서 정량화하는 시도가 있기는 했으나， 개인의 가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항의 경우 이런 구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객관적인 척도를 만들기에

어 려움이 있다(Lederman， 1992) 또한 학생의 응답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접수화

할 경우에 각 학생이 가진 견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전， 사후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으로 vaSTS 문항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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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에 대한 CLES 검사지는 리커르트 척도의 접수에 대해 평균

을 구하고， 각 범주별 평균을 CLES를 사용한 선행 연구의 검사와 비교하여 구성

주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 · 분석하였다.

ill. 결과 및 논의

1. STS에 대한 견해의 변화

교양 생물학 강좌 전과 후에 STS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조사한 결과， 강좌

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변화한 경우가

많았다. 강좌 후에 응답한 답지 항목 별로 강좌 전의 응답을 범 례로 나타낸

<그림 r6>을 보면， 학생들의 응답이 강좌 전 · 후에 상당히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양 생물학 강좌가 예비 교사들의 STS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10111 번 문항은 <표 4>와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강좌 전에는 B. 지식의 구조체로 보는 견해와 C.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

F.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각각 47명(39%) ， 38명(32%) ， 27(23%) 이 다. 강좌 후에는 B에 40

명 (33%) , C에 45명 (38%)으로 C로 응답한 학생 이 더 많아졌다‘ F는 22명 08%)으

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강좌 전에는 B와 F처 럼 과학에 대해 객관적인 것으로

밝혀진 지식의 구조체이거나 삶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보는 결과 중섣적인 견해가

강좌 후에 탐구와 발견 등 과정을 고려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항에 대한 강좌 전 · 후의 응답 변화만으로 학생의 인식론적 변화

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학생들이 문항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인식론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노태희 등 (2003)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TS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가 안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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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정한 vaSTS 10111 문항

1011 1.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과학은 매우 복잡하며 많은 것

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주로;

A. 생물， 화학， 물리와 같은 분야의 연구이다

B 우리 주변의 세계， 물질， 에너지， 그리고 생명 등을 설명하는 원리와 법칙， 그리고 이론

과 같은 지식의 구조체이다.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알려지지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변익 세계나 우주에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C. 우리
。}ζι

1극， =

D. 우리 주변의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것이다.

E. 인공섬장， 컴퓨터， 우주선과 같은 것을 고안하거나 설계하는 것이다.

치료나 오염의 해결， 녹색 혁명 등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다 좋은

만들기 위해 지식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F 질병의

곳으로

Il1J p re-G (4)

짧 pre-F (27)

0pre-ε (0)

톨 pre -D ( η

口 pre -C (38)

떠 pre-B (47)

.pre-A (3)

G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생각이나 가술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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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11 문항에 대한 응달자 빈도

답지를post-A ~ post-G는 λ}후검사의

〈그림

가토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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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의 답지를 나타내며， ( )안의 숫자는 사전검사의 답지별 응답자 수를 나

타낸다.

20121 문항은 과학 연구 주제 결정에 대한 사회나 정부 기관의 영향을 묻는

문항이다(표 5). 모든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C에 대한 응답이 강좌 전

후 모두 가장 많았는데， 강좌 전에는 44% , 강좌 후에는 40%의 학생들이 응답

했다. C 다음에 많았던 응답은 F로 과학자 사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좌 후에는 F에 대한 응답이 약간 감소하여

과학자도 사회와 동떨어진 집단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좌 전에 F에 답했던 28명 의 학생들은 강좌 후에 그대로 F로 답한 학생

이 12명 ， 중요한 사회 문제를 제외하고는 과학자가 결정해야한다는 B에 7명 ， 과학

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과학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D에 4명 ， 과학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지를 과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E에 3명 이 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2). 이는 학생들이 과학 연구가 어느 정도 사회와 연관됨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사회나 정부기관보다는 과학자가 연구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수정한 vaSTS 20121 문항

2012 1. 사회나 정부 기관에서는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A.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공헌해야 한다.

B.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학자 자신

이 결정해야 한다.

C. 모든 단체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록 과학자가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정부기관이나 사회는 함께 무엇이 연구되어야 할지 결정해

야 한다

D.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것의 대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무엇

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대개 시-회나 정부기관의 조언

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E.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것의 대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가 발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분야가 사회를 도울 가능성이 가장 큰지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F 과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장조적이고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그들 자신이 흥미를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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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 20121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 (단위: 명)

과학20411 문항은 연구에 대한 문화， 종교 등의 영향에 대한 문항이다(표 6).

<그램 3>에 서 ， 강좌 전 · 후 모두 E와 F를 선백하여 문화， 종교 등은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옹당한 13, 14명 의 참여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문화， 종교 등은

과학 연구에 영향올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나 종교 등이

구

25명

응답한

준다고

않는다고주지영향을종교나 문화는

연구의 외부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했음을 볼

오히려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4명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학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학생이

/ι

T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A , B, C, D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강좌 전에 연구에

체적으로 문화나 종교가 어떤 영향을 주기 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답한 참여자가 79명(66%)이 지 만， 강좌 후에는 69명(59%)으로 감소하였고， D로 응

답한 연구에 대한 지원금과 예산 등 외부의 영향을 고려하게 된 학생은

(21%)에서 34명(29%)으로 증가하였다.

통해 강좌를 통해 과학

있다. 하지만 강좌 후에

10명 과 여전히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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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정한 vaSTS 20411 문항

20411. 특정 문화권에서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갖는다. 과학자와 과학적 연

구들은 그 분야에서 보다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 문화권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종교나 윤리적 견해는 과학적 연구에 영향을 마친다.

A. 왜냐하면 몇 가지 문화권에서 특정한 연구가 그 문화권의 이익을 옹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B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견해를 지지할 연구를 선택

하기 때문이다.

C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태생이나 믿음을 거슬리는 연구를 하지 않7

때문이다.

E. 특정
서도

D. 왜냐하면 특정한 종교적， 흑은 문화적 믿음을 가진 세력들이 특정한 연구를 지원하거

나 특정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종교나 윤리적 견해는 과학적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교나 문화적 집단의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창조론과 진화론을 보면， 갈등 속에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F.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는 파학이나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문화나 윤리적

견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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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411 푼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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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40111 , 40212 문항은 과학자의 특성에 대한 문항이다(표 7, 8). 40111 문항에

한 응답을 보면(그림 4) ‘C. 과학자가 결과를 염려하지만 모든
A
←「예측할걸파틀

없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강좌 전에 50명(42%) 이 었다가 강좌 후에 57명(48%)으

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

며， 이러한 인식은 강좌 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B . 과학자들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인식하는 응

강좌 후에 32명(27%)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강좌 전에 28명(24%)에 서는자다
H

25명ι~cl- 。
。 닝 τ:없다.’는통저l 할 수

7 .1 。

ν시 므사용되는묘
쪼
「

나쁜염려하지만면 ‘D.

C로D였다가 강좌 후에전에강좌특히감소하였다18명 (14%)으로(21%)에 서

변화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과학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제하기는 불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학자의 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수정한 vaSTS 40111 문항

4011 1. 대부분의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산의 결과가 가져올 잠재적 효과가 유용한 것

인가， 그렇지 옷한 것인가에 대해 염려한다-

A. 파학자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발견을 응용하려고 할 때 대부분 좋은

면만을 본다.

B.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이 가져올 나쁜 결과에 대하여 항상 염려한다. 왜냐하면 과

학의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시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일어날지

도 모르는 위험한 사태에 대해 염려하고 자신의 발견을 검증하려고 한다.

C. 과학자둡이 염려하는 것이 사설이기는 하나 그들도 자신의 발견이 가지올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모두 알지는 못한다

D.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들도 자신의 발견이 나쁜 쪽으로 사

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E. 과학의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의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굉장허 염려

하지만 핵발전이나 군비 관련 과학자들은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F 과학자들이 염려하기는 하지만 과학적 발견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명에， 부， 발견의

기쁨 등융 생각해서 그 연구룹 멈추지는 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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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0111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 (단위: 명)

40212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그림 5) 참여자는 80% 이상이 과학자와 일반인

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C . m. 반대로 과학자가 결정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강좌 전에 12명 (10%) 정 도였지 만 강좌 후에 20명 (17%)

로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강좌 전에는 일반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없었는데， 강좌 후에 G에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또，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강좌 전에 5명 이 었다가 강좌 후에는 없었다.

이 문항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모든 단체가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20121 문항에 대한 응답과도 관련이 었다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은 40212와

20121 두 문항 모두에 대해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의사 결정을

결정이의사과학자의동l λ，~ .2
• 1 a '--소수의달리한다고해야 응답하였는데， 이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강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40212 문항에 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과학자들파 공학자듬이 결정해 강좌 전에 ‘A 과학자들이



교앙 생물학 강좌의 ~ 91

답한한다로해야

알고

참여자 중 두 명은 강좌 후에도 여전히 A로 답하였는데，

20121 문항에 대해서도 ’F. 과학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와 'E 과학자가 잘

있으므로 과학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과학자에 대한 견해는 강좌

와는 별개로 계속 유지되었다.

〈표 8> 수정한 VQSTS 40212 문항

40212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오염기준치(이산화황의 배출 허용치， 자통차의

오염방지 장치 부착， 유정에서 발생하는 유황가스의 발생 허용치 등)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이다.

A. 과학자들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잘 이해할 수 았기 때문에 과학자와 공학자

들이 결정해야 한다.

B. 과학자들은 자신의 투자이익에 관심이 있는 일반회사나 정부기관보다는 지식이 더

많고 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c. 비록 과학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인들도 이미 정보를 알고 있던 의뢰를 하던 간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D. 익사결정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파학자와 공학자의 견해， 다른 전문가 그리고

의식 있는 일반인들이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잠여해야 한다.

E.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띤 쟁점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자와 공학자가 조언을 할 수는 았다

F.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파학자와

공학자가 조언할 수는 있다.

G. 일반인들이 의사겸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인틀은 과학자와 공학자의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와 공학자는 이상적으호 생각하며 견해가 좁기

때문애 한 가지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 거의 의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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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0212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 (단위: 멍)

저。군 보 A 이
←→二ι 근 T λλ고려하는많이

후 모두 E에 대한 응답이 40% 정 도로 가장 많았다(그림 6)

E는

70212 문항은 과학자들의 의견 불일치 이유에 대한 문항이다(표 9). 답지 A, B는

객관적인 사실의 제한을， e는 다른 과학적 이론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한다는 내용，

D는 과학적 사실도 불확실하고 게다가 개언적인 견해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내용，

과학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는 내용， F는 서로 다른 단체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A, B는 전통적인 실증주의 과학관을

나타내고， F로 갈수록 과학 외의 영향에 대해 더

다. 강좌 전

〈표 8> 수정한 VOSTS 70212 문항

70212 과학자들이 모든 쟁점에 대해 의견이 엘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야 저준위 방사

션이 위험하다는 것과 같은 쟁점에서는 의견이 불일치한다. 과학자틀 사이에 의견의 볼일치

의 이유는

A. 펄요한 모든 사실이 다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적 견해는 전적으로 관측 가능

한 사실과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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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학자들마다 다른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학적 견해는 전적으로 과

학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C 과학자들이 가진 서로 다른 과학적 이론 때문에 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그 중

요성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D. 대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과학적 사실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파학자들마

다 개인적 견해나 도덕적 가치 흑은 개인적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E. 아직 불확실한 과학적 사실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가진 견해， 도

덕적 가치?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F 과학자들은 각기 다른 단체 즉， 정부나 회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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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0212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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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CLES 문항지를 통해 살펴본 참여자들의 교양 강좌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표 10). 다섯 범주 중에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SN) 범주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강좌 운영을 강의와 논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논의

활동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비판적 의견 제시 (CV)와 수업 운영 참여 (SC)는 보통의

3점보다도 낮게 나왔다. 이는 강좌는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고， 수업 설계와 운영

에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과예 연계 (PR) 범주의 응답을 보면 평균이 3.66으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2. 학습은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에서 출발했다.’에서 평

균이 4 이상으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강좌의 관련 개념이나 논의 주제들이 일상생

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의 불확실

성 (SU) 범주의 응답을 보면 평균이 3.40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는데， 참여

자들이 강좌가 과학 지식의 불확실성이나 과학 지식 구성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

적인 영향 등 전통적인 실증주의 견해가 아닌 현대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반면， 비판적 의견 제시 (CV)와 수업 운영 참여 (SC)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7.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문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강좌에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제안하거나 수엽

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는 적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CLES 검사지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파악했던 몇몇 선행

연구들(오혜란， 2004; Aldridge et at., 2000)과 비교하였다.<그림 7>에 이들 션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오혜란(2004)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탐구’ 단원을 진행한 후 ‘수업 운영 참여 (SC) ' 범주를

제외한 24 문항의 CLES 검사지를 이용하여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ldridge 등 (2000)은 호주와 대만의 T9학년을 대상으

로 호주에서 50학급의 1.081 명 대만에서 50학급의 1.879명 에 게 ’일상생활과의 연계

(PR)' 범주에서 1문항을 제외한 29문항을 사용하여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고，

CLES 검사지의 타당도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Aldridge 등 (2000)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국의 교육 체제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에 신중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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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 참여자가 강좌의 학습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 참고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생활과의 연계 (PR)’， ‘수업 운영 참여 (SC)’，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SN)’ 범주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양 생물 강좌에서 STS 관계를 강조하여 다루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고， 논의할 경험을 갖게 한 강좌의 의도가 참여자들에게 반영되어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5

4

3

2

1

[]호주(8，9학년-1081영)

Gil 대만(7 ，8，9학년 -1879영)

l 한국(10학년 -66영)

口한국(예비교사-120영)

일상생활고}의 과학의 비판적 의견 수업 운영 학생들 간의

연계 불확실생 채시 참여 의사소동

〈그림 7> CLES를 사용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비교

〈표 11> CLES 각 문항 별 평균 (n=120)

3.36 0.73

3.76 0.72

관련이 3.58 0.86

범주

일상생활과

의 연계

(PR)

변호 문항 평균 SD

1 나는 학교 밖의 세계에 대해 배웠다 3.60 0.73

2 학습은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에서 출발했다 4. 08 0.74

3 나는 과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3.60 0.80
있었다.

4 나는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5 나는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것들을 배웠다.

6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실제의 나의 삶과는

없다*

계 3.66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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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의

불확실성 8
(SU) 9

10

11
12

계

13
비판적 의견

제시 (CV) 14

15

16

나는 과학이 어떤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 3.25 0.86
는 것을 배웠다.

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학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다 4 .02 0.76

나는 과학이 인간의 가치와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3.86 0.83
것을 배웠다.

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과학에 대해 2.77 0.84
배웠다.

나는 현대의 과학이 과거의 파학파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3 . 4 4 0.94

나는 과학이 이론을 창안해내는 것임을 배웠다 3 .0 5 0.82

3.40 0.95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왜 이것을 배워야 하죠? 라고 질문해 2.56 0.82
도좋았다.

내가 매우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었다 2.68 0.82

혼통되는 애매한 활동에 대해 불평을 할 수 있었다 2 . 7 7 0.85

수업시간에 나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불평할 수 2.62 0.75
있었다.

17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18 내 권리에 대해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다.

계

3.57 0.88

2.97 0.85

2.86 0.90

2.69 0.92

3.19 0.83

2.76 0 ‘85

수업 운영

참여 (SC)

19 나는 선생념이 학습 내용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 나는 선생닝이 나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1 나는 선생님이 어떤 활동이 나에게 가장 좋을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2 나는 하나의 학습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션 2.78 0.92
생님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계 2.86 0.90

3.71 0.94

3.66 1.00

3.38 1.06

3.97 0.82

3.79 0.94

4.09 0.80

3.94 0.80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말했다.

25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26 나는 다푼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설명하도록 요청했었다‘

27 다른 학생들이 나의 생각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28 다른 학생뜰이 나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설명하였다.

계

23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를 가졌었다.
학쟁들 간의 24
의.A}소통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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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본 연구는 STS 관계를 강조한 교양 생물 강좌가 초등 예비 교사들의 STS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양 생물 강좌의 학습 환경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교양 생물 강좌 후에 절반 이상이 STS 관계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었다. 강좌

전에는 과학에 대해 객관화되어진 지식의 구조체 혹은 도구를 제공하는 전통적이

며 결과 중심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강좌 후에는 탐구나 발견의 과정으로 인식

하는 예비 교사가 증가하였다. 또한 과학 연구에 대해서도 과학자 개인의 가치，

동기 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자금 지원 등의 외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

어 현실적인 견해를 갖는 참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과학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인 견해로 과학자가 모든 상황

에 대해 고려하기 힘을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각 답지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가 아닌 강좌 전， 후의 개개인의 변화를 보면 강

좌 후에도 여전히 STS 관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견해를 그대로 고수하거

나， 견해 변화에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희 등

(2003) 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STS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단기간에 방향성 있게 변화

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강좌 하나로 STS 관계

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켰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초등 예비 교사가 현대적인 관점의

STS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엄청환 등(2004)이 지적한 것처럼 보다 신중한 장기간

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은 ‘개인적

적절성’과 ‘의사소통의 기회 제공’ 측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는 교양 생물 강좌의 목적인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유용하며， 발전한 과

학기술의 결과물을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참여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양 생물 강좌가 STS 견해 변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임을 볼 수 있었지만， 강

좌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제한적

인 탐색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후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해 현대 인식론

적인 견해를 가능하게 한 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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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

perceptional changes on STS through small

group discussions in the general biology course

Kim , Heui-Baik

Park, Jee Young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d

improving scientific literacy is the major goals of current science education.

Many science education refonn documents suggested the significance of

improving scientific literacy through inclusion of decision making on reaHife

problems into science curriculum as well as understanding scientific knowledge

and doing scientific inqui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general biology course for pre一service teacher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view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d the perception on learning environments. Biological contents related

to current controversial issues were lectured and small group discussions were

practiced for two hours per week during one semester. Changes of students'

views on STS were searched using the pre- and post-VaSTS questionnaire,

and their perception of the learning environment was also analyzed using the

CLES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eneral biology course had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nts' views on STS, and this course had personal

relevance and gave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peer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