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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과학 교육의 목표는 과학 소양을 기르는 것이고 과학

소양을 해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는 필수 인 요소로서 강조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지구과학을 공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서울 와 교토 의 학원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지구과학 조건 문화가 다른 두

나라의 비슷한 공의 학생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 vnos-c개방형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 다.서

울 13명의 학생 교토 13명의 학생의 응답에 한 분석을 통해

서울 학생들의 경우 교토 에 비해,사회문화 향,과학의 이

론 의존 본성에 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고,이론과 법칙,상상

력과 창의력에 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그리고 교토 의 경우

는 이와 반 로 이론과 법칙,상상력과 창의력에 한 인식이 높

고 사회문화 향,과학의 이론 의존 본성에 한 인식이 낮

은 편이었다.서울 와 교토 공통 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

는 것은 과학은 객 인 학문이고 실증가능한 학문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는 것과 과학지식은 진보 발 해 나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

다는 것이다. 한 설계 단계에서의 창의성을 강조하 다.서울

의 특징 인 인식은 첫째,과학에 한 본성의 이해가 정합 이지

않다는 이었다.과학의 사회문화 향과 찰이 이론에 의존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많은 학생들이 과학은 객 이

다라는 모순되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둘째,상상력과 창의성의

사용에 한 질문에 있어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상상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다.셋째는 법칙은 불변한다는 인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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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한편,교토 학생들의 특징 인 내용은 첫째,

과학은 객 이고 보편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상상력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했다는 이다.셋째는

진리의 존재에 한 회의에 한 인식이다.본 연구는 첫째로는

과학을 공하고 있는 학원생의 경우에도 직 과학을 수행하고

있지만,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는 높지 않은 편으로 학과

학원의 이공계 학교육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한 교육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둘째는 학과 학원에서의 창의력에 한 인식의

향상을 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노벨상 수상자 7명을 배

출하고 있는 교토 학교는 자유를 학풍으로 상상력을 요시하는

연구 심의 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교토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이러한 교토 학 특유의 배경과도 연결이 있다고 할 수 있

다.셋째로는 학생들의 답변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

인 배경과 련있는 진화론 창조론,원자력 지진, 진리에

한 회의, 정등의 요소를 통해서 사회,문화 요소 과학의 본

성에 한 인식에 구체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후

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과학의 본성,인식

학 번 :2010-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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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오늘날 과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과학지식만을 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사회 과학 기술의 변화에 처하기 한 과학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이 잘 응하고 처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것이다(Millar& Osborne,1998)하병권(2000)은

과학 교육의 목 은 단순히 과학의 개념과 방법의 습득에 있지 않

고,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정신을 내면화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 과 개

인 생활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

다.과학의 본성은 과학 소양의 요소로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AAS,1990)Meichtry(1992)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해서 합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 등과 같은 과학 소양을 함양하기 해서는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가 필수 이라고 하 다.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은 과학의 인식론 사

회학,앎의 방식으로서의 과학,과학 지식과 발 에 한 믿음과 가치

에 해 이해하는 것이다(Leaderman,1992)이러한 과학의 본성에 한

특정한 이슈에 해서 과학철학자,과학사회학자,과학자들은 일치되지

않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과학 지식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본성의 개

념이라는 것도 잠정 이고 역동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aderman,2002) 과학의 본성에 한 다양한 들 에서

Abd-EL-Khalick등 (1998)은 과학 지식의 속성과 변화 가능성,과

학이 자연세계의 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경험성,과학 지식의 연구자에

의한 주 이고 이론 의존성,인간의 추론과 상상력의 산물,과학의 사

회 이고 문화 인 측면이라는 6가지 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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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a&Anderson(1978)은 도덕성,창의성,발 성,간결성,검증 가능

성,통합성의 6개의 역으로 과학 지식의 본성을 정의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 ,고, 비교사,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이과를 공하여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 연구는 이 지지 않았다. 한 서로 다

른 문화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미국 비교사들

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간 으로 비교한 김선 (2010)의 논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cobern(1997)은 과학의 본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세

계 의 일부이거나 어도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은 세계 에 향을 받

는 것이라고 하 다. 한 suterland와 Dennick(2008)은 세계 과 문화

언어가 과학의 본성의 인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국가 간의 인식 비교 연구는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요소에 한 추측을 가능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 지구환경학부 학원생들과 같은 아시아 국가이

지만 지구과학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일본,일본 내에서도 노벨

상 수상자 7명을 배출한 교토 학교 지구혹성과학 공의 학원생들을

상하여,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에는 어떤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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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서울 와 교토 의 지구과학 공 학원생들의 과학의 본성

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각각 학교의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

식의 공통 과 차이 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2)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은 어떠한 차

이 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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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과학의 본성

오늘날 과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과학지식만을 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사회 과학 기술의 변화에 처하기 한 과학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학생들이 잘 응하고

처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것이다(Millar& Osborne,1998)하병권

(2000)은 과학 교육의 목 은 단순히 과학의 개념과 방법의 습득

에 있지 않고,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정신을 내면화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 과 개인 생활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 소양을 기르는 것

이라고 하 다.

과학의 본성은 과학 소양의 요소로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AAS,1990)Meichtry(1992)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해서 합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 등과 같은 과학 소양을 함양하기 해서는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가 필수 이라고 하 다.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은 과학의 인식론 사

회학,앎의 방식으로서의 과학,과학 지식과 발 에 한 믿음과 가치

에 해 이해하는 것이다(Leaderman,1992)이러한 과학의 본성에 한

특정한 이슈에 해서 과학철학자,과학사회학자,과학자들은 일치되지

않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학 지식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본성

의 개념이라는 것도 잠정 이고 역동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aderman,2002)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에의 본성

과 과학이 작동하는 원리에 한 체계 인 생각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Abd-EL-Khalick&Leaderman,2000a)과학의 본성에 한 의견이

완 히 일치하지는 않지만,보편 으로 한 시 의 학자들이 과학의 본성

에 해 공유한 측면들은 과학의 본성의 교수와 학습,평가의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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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Leaderman,2002)7개국의 국제과학 교육표 에서 제시한 과학의

본성의 내용을 분석하여 McComas등(1998)은 과학의 본성에 한 합의

된 으로서 과학 지식은 임시 이며,과학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학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권에 살

고 있으며, 찰은 이론 의존 이고,과학사는 진 인 특성과 명 인

특성 둘 다를 나타내며 과학과 기술은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는

추출해 내었다.

한 Abd-EL-Khalick등 (1998)은 과학 지식의 속성과 변화 가

능성,과학이 자연세계의 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경험성,과학 지식의

연구자에 의한 주 이고 이론 의존성,인간의 추론과 상상력의 산물,

과학의 사회 이고 문화 인 측면이라는 6가지 을 언 하 다.

Lederman(2002)는 과학의 본성의 8가지 주요 측면에 해서 표 1과

같이 언 하 다.

Bartholomew와 Osborne(2004)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과학의 본성

에 한 측면을 과학 방법과 비 검증,과학의 확실성,과학 사고

의 다양성,가설과 측,과학 지식의 역사 발 ,창의성,과학과 질문,

자료의 분석과 해석,과학 지식 발 을 한 동과 공동 연구의 9가지

주제로 나 어서 정리하 다.

과학의 본성에 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제 5차 교육과정에서 과

학 교육의 목표로서 과학의 본성의 이해를 다루기 시작하여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과학의 본성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제 7차 교육과정에

서도 과학지식의 잠정성과 과학지식의 형성과정과 같은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를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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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의 주요

측면
특징

경험 본성
과학지식은 자연 세계에 한 찰에 기 한

다.

과학 방법의 다양성
인 지식의 발달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과

학 방법은 없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지식은 이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론,법칙을 포함하는 지식들은 변할 수

있다.

이론과 법칙의 차이

법칙은 찰 가능한 상 사이의 계를 서술

하는 진술이며,이론은 찰 가능한 상을 설

명하는데 사용된다.

창의 이고 상상 인 본성

과학은 경험 이고 과학지식의 발달은 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생성된 과학지식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수반한다.

찰과 추론

과학은 찰과 추론에 기 한다. 찰은 감각

을 통해 이루어지며,추론은 이 찰을 해석하

는 것이다.

이론 의존 본성

과학자들의 이론 이고 학문 인 진술,믿음,

선지식,훈련,경험,기 등은 그들의 연구에

향을 다.

사회 문화 함축

인간 활동으로서 과학은 더 큰 문화 맥락 속

에서 수행되며,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향을

주고받는다.

표 1.과학의 본성의 주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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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 연구

과학 소양에 한 강조와 함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이 요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해서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특히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은 교사의 인식에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사,교사들의 인식에 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 졌다.한편 선행연구 가운데 학원생들의 인식에 한 연구는

은 편으로 송진웅,권성기(1992)의 과학 철학을 수강하는 학원생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논문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과학의 본성 련 선행연구에서는 角屋 重樹(1991)의 등

학생들의 과학의 잠정성에 한 인식에 한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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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연구 참여자

연구 상자는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학원생 13명과 교토 학

교 지구혹성과학부 학원생 13명을 상으로 하 다.교토 학교의 경

우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동안 교토 학교 이학연구과

지구혹성과학 공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면서 질문지에 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연구 상으로 한 서울 학교와 교토 학교 26명의 학

생들 ,본 연구와 련된 과학의 본성,과학철학에 한 내용의 강의를

들어본 이 있는 학생은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 1명이 있

었다.이 학생은 학부 공이 지구과학교육으로 과학교육과 과학사 수업

등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한 내용을 해 본 경험이 있었다.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높인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1명을 제외하고는 과학의 본성에

한 강의를 들어본 이 없기 때문에 설문지의 답변이 수업 등에 의한

사 지식의 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검사 도구

서울 학교와 교토 학교 학원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심

층 으로 분석하기 해 Lederman등(2001)이 개발한 VNOS-C(Views

onthenatureofsciencequestionnaire-From C)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하여 사용하 다.VNOS는 선택형과 단답형 설문지의 단

을 극복하기 해서 학생들의 견해를 심도 있고 명확하게 검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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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 에서 개발된 것으로 개방형 질문과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Lederman etal.,2002)VNOS 설문지는 크게 VNOS-A,

VNOS-B, VNOS-C의 형태가 있다. VNOS-A는 Leaderman과

O'Malley(1990)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의 잠정성에 한 견해를 평가하

기 해 개발한 것이다.이후 Abd-El-Khalick등(1998)은 VNOS-B의

일부를 변형시켜 등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잠정 ,경험 ,추론 창의

,이론 의존 인 과학의 본성과 이론과 법칙 사이의 차이에 한 견해

를 알아보기 해서 사용하 다.그 후에 Abd-El-Khalick은 다시

VNOS-B의 검사지 문항에서 과학의 사회문화 함의와 보편 인 과학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한 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VNOS-C형

검사지를 개발하 다.이 검사지는 과학교육자,과학사 문가,과학자들

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해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다.

교토 학교 학원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해 VNOS-C설

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 고,일본어 번역본은 교토 학교 과학철학

공 박사과정 학생 1인에 의해서 검토,수정이 되었고,교토 학교 과학철

학 공 박사과정 학생 1인 과학 철학 문가 1인의 검토에 의해 답변이

어렵다고 단되는 원자의 구조와 종의 분류에 한 문항은 제외하고,

과학의 정의와 과학이 종교,철학과 다른 을 묻는 1번 문항을 두 문항

으로 나 었다. 한 과학의 모델의 정의에 한 물음을 추가하 다.

VNOS-C의 설문지의 문항은 과학이론과 법칙,과학지식의 잠정성,과학

자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사용,이론의존 본성,과학의 사회,문화

향,과학의 경험 특성 등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종 완성

된 일본의 과학 철학 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았다.동일한 내용으로

VNOS-C한국어 번역 설문지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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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분석, 연구 문제 설정 

 

검사도구 선정, 연구대상 확보 

 

검사 도구 번역, 수정 검토  

 

교토대학교 지구혹성과학과 질문지 조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질문지 조사  

 

자료 분석

 

결론 도출 

표 2.연구의 흐름

3.자료 수집

검사도구를 선정하고,VNOS-C설문지의 한국어,일본어 번역과 수정,

검토를 완료한 후,먼 교토 학교 연구 상자들에게 설문내용에 한

구체 인 설명을 한 후 질문지를 의뢰하 다.2012년 8월 교토 학교 학

생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완료하 고,서울 학교 연구 상자들로부터의

설문은 9월에 조사를 완료하 다. 체 인 연구의 흐름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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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본 논문은 표 3에서 Leaderman등(2002)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의 본성

에 한 올바른 의 코딩방법에 따라 과학의 본성 과학법칙과 이론,

과학지식의 잠정성,창의력과 상상력의 사용,이론 의존 본성,사회 문

화 향,과학의 경험 본성의 6가지 항목에 해서 학생들의 을

보자 과 문가 으로 나 어 보았다.그리고 각 항목별로

학생들의 답변을 구체 으로 분류화를 하여,교토 와 서울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교토 와 서울 각각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내용으로 분류해 보았다.분석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답변의 내용을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서는 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여 확인하 고,연구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지속 비교를 실시하 으며 한 보자

인지 문가 인지 나 는 과정과 답변의 분류화의 과정에

해 과학교육 문가 1명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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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항목
Morenaiveview Moreinformedview

법칙과

이론의

차이

법칙은 이론으로 출발하여 검증

이 되면 법칙이 된다.

법칙은 견고하며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이론은 변하기 쉬우며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다.

법칙은 상,사물 사이의

계를 설명하고 이론은 일반

찰에 따른 개념에 의해 이

루어져 있고,세계를 한 새

로운 설명 모델을 제안한다.

과학의

잠정성

이론은 반복되는 증거와 증명에

의해서 법칙으로 변한다.

법칙이라는 것은 확정 이고 사

실이나 이론은 변해가기 쉽고 언

제든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과학은 새로운 증거와 증거

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확신

할 수 없고 부정 인 증거는

법칙이나 이론의 수정을 가능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만

상상력을 사용한다.과학자는 객

이어야 하므로 데이터 수집

후에는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연구

반에 걸쳐 한 왜 그러한 결

과가 찰되었는지 명 인

아이디어를 형성하는데 필수

인 것이다.

사회

문화

향

과학은 사실이 한 것이기 때

문에 문화와 사회의 향을 받을

수 없다.

사회는 때로 어떤 과학 연구

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과학

지식은 보편 인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와 문화의 모든 요소들

은 과학 아이디어를 받아들

이는데 향을 미친다.

찰의

이론

의존성

공룡의 멸종할 때 과학자들은 같

은 시 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즉

과학자들 각자의 교육정도,선

지식,배경에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험

과학은 객 인 것이고,많은

사람들의 의견,개인의 편견,

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

한 것이다.

과학지식은 자연세계에 한

찰을 기 로 한다.

표 3.VNOS-C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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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1.법칙과 이론

과학법칙과 과학이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해서

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답변의 분석을 통해 먼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칙과 이론의 정의를 알아보았다.빈도수와 계 없이,학생들의 답변에

나타나 있는 법칙과 이론에 한 인식을 부 추출하고,공통 으로 나

타난 인식과 각각의 학교에서만 나타난 인식들을 추출해 보았다.

1.1.법칙과 이론에 한 인식

1.1.1.교토 서울 학생들의 법칙에 한 인식 특성

법칙의 정의에 있어,두 학교 학생들의 답변에서 공통 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인식은 법칙은 검증되어 신뢰성이 있음, 용 범 가 넓음,일정

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변수와의 계라는 서술이다.법칙이 검증되어 신

뢰성이 있음, 용범 가 넓다라는 인식은 상 으로 서울 학생들의

답변에서 많이 나타났다.교토 와는 달리 서울 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

던 법칙에 한 인식은 법칙은 불변한다는 것이다.한편 교토 학생들

의 답변에서만 나타난 법칙에 한 인식은 법칙은 이론 연구의 출발 이

된다는 것,실험 결과에 공통 으로 있는 것을 정리한 것,과학 사실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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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식
내용 서울 교토

차이가

있다.

신뢰성의 정도(법칙>이론) 9 2

가변성의 유무(이론은 변함,법칙은 불변) (4/9)

용범 의 정도(범 >이론) 1

법칙은 계 이론은 인과설명 1 3

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

식
3

비슷하다. 1 2

표 4.법칙과 이론의 차이

1.1.2.교토 서울 학생들의 이론에 한 인식 특성

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답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이론에 한 인

식은 이론은 검증되어야 하는 것,가변성이 있음, 용범 가 좁음, 상

의 인과를 설명한다는 것이다.이론이 검증되어야 하며 가변성이 있고,

용범 가 좁다는 인식은 상 으로 서울 학생들의 답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서울 학생의 답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론은 시간 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이다.한편 교토 학생

들의 답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식체계라는 이다.

1.2.법칙과 이론의 차이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울 ,교토 각각 1명,2명의 학생을 제외

하고는 법칙과 이론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구체 으로 법칙과

이론이 어떤 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 다.서울 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신뢰성의 정도를 법칙과 이론의 차

이 으로 인식하 고,가변성, 용범 에 한 기 은 서울 학생들에

게만 찾아볼 수 있었다.교토 에서는 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으로 법칙이 이론이 기 가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문가

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서울 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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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공통 인 인식

1)신뢰성의 정도

서울 9명,교토 2명의 학생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 을 신뢰성의 정

도로 꼽았다.설문을 한 13명의 서울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신뢰성의

정도를 꼽은 데 반해,일본에서는 2명에 불과했다.신뢰성의 정도를 말한

부분의 학생은 법칙은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리

인정받는 것이지만,이론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구체 인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칙은 널리 인정된 예외만을 제외하고 충분히 검증되어 온 옳은 명제

이고 이론은 현재 검증 중이거나 검증해야할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서

울대)

  

-법칙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고 과학이론은 아직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서울대)

  

-과학이론은 검증의 세월이 짧아서 확신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뉴튼의 

1법칙은 오랜 기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오며 통용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진실로 믿고 있는 최신 과학들은 이론으로 인식된다. (서울

대) 

 

-과학법칙은 과학이론 중에서 보다 넓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표되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원격작용론으

로서 이상한 이론으로 비난받았었는데, 지지하는 과학자가 늘어나면서 

법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교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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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이론의 차이 으로서 검증되었는지 여부를 꼽은 학생들 에서

서울 와 교토 모두에서 이론은 법칙으로 발 한다는 인식이 발견되었

다.lederman,etal(2002)은 과학 이론과 법칙 사이에는 어떤 계

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 법칙은 상사이의 정량 인 계를 기

술하고,과학 이론은 찰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구성되거나 세계를

한 설명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다.

2)법칙은 계,이론은 설명을 나타냄

문가 으로 법칙은 찰 가능한 상 간의 계를 서술하는 진

술이고,이론은 상에 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서울 1명의

학생과 교토 3명의 학생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법칙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수간의 관계등에 대한 명제이며 이론은 사실

의 인과를 기술하기 위해 정립된 이해과정이다. (서울대) 

  

-과학법칙은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년에 걸쳐 공전한다는 사

실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과학이론은 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

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를 들어 가속도나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들

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교토대 )

서울 에서 유일하게 문가 을 나타낸 서울 a학생은 재

공은 000박사과정이지만,학부에서 지구과학교육을 공한 본 연구의

연구 상자들 에서 과학교육,과학사등의 과목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다는 것이 특징 이다.이것

은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명시 으

로 과학의 본성에 한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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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서울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1)가변성의 유무

법칙은 충분히 검증되어 신뢰할 수 있고,이론은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 서울 학교 9명의 학생들 4명은 법칙이 불변성,변화

하기 어렵다는 것에 해서도 함께 지 하고 있다.

-이론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 법칙은 완전히 규명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서울대) 

  

-법칙은 애초에 그렇게 정의된 것, 이론은 그 법칙을 가정하고 추정한 

것으로 모든 이론이 맞는 것은 아니다.(서울대)

  

-법칙은 매우 확정적인 과학 이론이다. 이론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설

득할 만한 설득적인 이론, 내용이다. (서울대)

법칙은 변화하기 어렵고,검증되었으며 이론은 변화하기 쉽고 검증되어

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오개념으로 지 되어 온 것이다.

2) 용범

서울 의 1명의 학생은 이론과 법칙의 차이 으로 용범 를 들고 있

다.

-법칙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열역학 1법칙이라고 하면 끈 이

론보다 더 광범위하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듯 하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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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교토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1)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

교토 에서는 3명의 학생이 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

식이라는 을 있었다.이들 학생들은 법칙은 이론을 만드는 근간으로

서 이론은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보 다.

-과학이론은 보편적인 체계적인 지식, 과학법칙은 어떠한 일정한 조건하

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보편적인 관계, 과학이론은 몇몇의 과학법칙과 현

상을 접목시켜 체계적인 현상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판 구조론은 지학

의 4대 법칙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조산운동, 대륙의 이동)을 체

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도출된 결론이다(교토대)

  

-과학법칙은 지금까지 얻어진 실험결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정리한 

것, 과학 이론은 기존의 지식이나 과학법칙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한 지식

체계를 말한다.(교토대)

-과학법칙이라는 것은 이론연구를 하는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생

각한다.(교토대)

법칙을 보편 인 계,실험결과에 공통 으로 있는 것을 정리한 것 등

으로 다르게 표 하고 있지만 이론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 학생들의 답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권재술 등(1998)에서는 법칙은 공리,명제,가설,일반화와 같이 계언

명의 하나이며,이론의 가정 보 인 형태인 법칙 집합형 이론을 구성

하는 요소라고 하여 법칙이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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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서울 와 교토 학생들이 나열한 법칙과 이론의

서울 학생들이 법칙의 로 나열한 것에는 샤를의 법칙,열역학 1법

칙,뉴튼의 법칙이다.한편 교토 학생들이 법칙의 로 든 것은 만유인

력의 법칙,스넬의 법칙,지사학의 4 법칙이 있다.이론에 있어서 서울

학생들이 로 나열한 것은 진화론 창조론 양자이론,원자의 운동성

에 한 이론, 끈 이론이 있고,교토 학생들이 든 는 고 물리학,

양자이론에 한 것이다.서울 학생들은 이론과 법칙에 한 문가

이 교토 학생들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칙과 이론의 에

있어서는 올바른 와 오히려 더 풍부한 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김선 (2010)에서도 비교사들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에 해서는

보자 인 을 가지고 있지만,법칙과 이론에 해서는 올바른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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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서울 교토

공통 인 인식
새로운 증거,사실의 발견으로 인해 변화

과학지식은 발 ,진보해 나갈 것임

특징 인 인식

이론에서 법칙으로 발 하

면서(4)

이론의 근간인 과학법칙이

변하게 되면서(1)

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

에(1)

표 5.과학지식의 잠정성

2.잠정성

과학지식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해서 설문은 실시

한 서울 와 교토 26명의 학생 모두가 과학지식은 변화한다고 답변을

하 다.그러나 과학지식이 왜 변하는 가에 해서는 조 씩 다른 양상

을 보 다.서울 와 교토 의 다수의 학생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은 새로운 증거,사실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지식이 변화해 간다는 것이

다.한편 서울 학생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답변은 이론에서 법칙

으로 발 해 가면서 과학이론이 변화한다는 것(4명)이다.이는 서울 의

설문을 한 다수의 학생들이 이론은 검증되어야 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이

며 법칙은 검증된 것이며 불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이론과 법

칙을 계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생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과학지식이 변하는 이유에 해서 교토 의 답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론의 근간인 과학법칙이 변하게 되면서(1명), 인 지

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명),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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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통 인 인식

1)새로운 지식의 발견

서울 와 교토 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과학지식이 변하는 이유를 새로

운 증거,사실의 발견으로 꼽았다.학생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이는 과학의 정의에 해서 물어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과학은 증

거가 있고,반증가능한 것이라고 꼽은 것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자가 이론을 개발한 다음에도 그 이론에 모순되는 새로운 입자나 

생물 등이 발견되면 그 이론은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 (교토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과학 분야가 개척되면서 또는 새로운 발견

으로 인해 이론들의 융합으로 과학이론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2)진보에의 기

새로운 증거나 나오면서 과학 지식이 변화해 간다는 답변이 공통 으로

나왔던 것과 더불어 서울 와 교토 의 학생들은 과학이 변화해 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것이라는 기 가 공통 으로 드러났다.

-과학이론은 변화 자연현상 법칙을 더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향

으로 수정합의, 고전 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서울

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과학분야가 개척되면서 과학이론은 변화될

수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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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론이 훗날에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거절감을 갖는 경우는 적

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론이 바뀐다고 하여도 자신의 발견이 헛수

고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어딘가를 

들러 가면서 진보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토대)

-처음부터 이론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거의 없고, 그 이론에 대한 연구

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이 변화해 간다. (교토대)

2.2.서울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한편 서울 의 4명의 학생은 이론에서 법칙으로 발 해 가면서 과학지

식이 변화한다는 답변을 보 다.

  

-과학 법칙도 이론에서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수많은 오류를 수정하

고 끝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론 즉 법칙이 됨. 큰 틀을 기준으로 

수많은 변화를 거쳐 만들어짐 (서울대)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론적인 것도 기존에 정립된 이론

을 통합하여 여러 자연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이는 앞서 살펴본 이론과 법칙에 한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법칙은 검증되고 변하지 않는 지식,이론은 검증되어야 하는 변할 수 있

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근간이 되어 이론이 법칙으로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교토 의 답변에서도 이론이 법칙이 된다는 오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법칙이 불변한다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법칙도 불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론이 법칙이 되어

가면서 변화한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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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교토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교토 에서는 오히려 과학법칙이 변하게 되어 이론이 바 게 되는 경우

를 한 학생이 언 하 다.교토 에서는 법칙이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

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서울 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없음)

이러한 인식이 법칙의 변화로 인한 이론의 변화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이론이 정당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던 그 가정, 즉 과학

법칙이 잘못되어 있다면 과학이론도 당연히 변하게 된다. (교토대) 

서울 에서는 교토 와는 달리 특징 으로 법칙이 불변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던 것과 비하여 교토 의 2명의 학생은 인 지식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지식이 변화한다고 언 하 다.

-과학이론은 항상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보편적이고 절

대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무언가 질서를 세워 생각

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생물이 자연현상을 보고 어떻게 질서를 세

워서 설명할 수 없을까 하고 고안해 낸 것이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따

라서 당연히 무리가 있고 자의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혜로 가장 그럴듯 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에 과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토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물에 절대적인 것이라는 없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변화해 가는 것 이다. (교토대)

  

교토 c학생의 경우를 보면 원래 인 지식이라는 것은 없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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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한 세계속에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한국의 학생

들은 지식이 있다고 보는지 아닌지에 해서 명확한 답변은 나타

나 있지 않지만,과학의 정의,과학과 종교,철학과의 차이 을 물은 질

문에서 과학은 명확하고 답이 있는 것이다라고 표 한 경우가 있었다.

-과학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다.(서울대)

-과학은 답이 존재한다. (서울대)

이를 통해 간 으로 나마 과학이 묻는 물음에 답이 존재하는 것이라

는,어떠한 확정 지식에 한 정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토 의 다른 1명의 학생은 인간의 한계를 지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언 하 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이론도있다. 

(교토대)

교토 에서는 과학의 본성에 해서 설명할 때,서울 에서는 이러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 비해 인간의 특성과 한계를 지 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를 들어 과학의 잠정성을 설명할 때에는 인간이 완

벽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지식이 변해간다는 것과 과학의 과정에서 창의

성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 질문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

없다면 과학은 인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과학의 찰

의존성의 특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료를 갖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

는 이유에 있어서도 모순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옳은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라고 지 하고 있다.인간의 한계,특

성에 해 언 하는 답변은 교토 학생들의 답변에서만 특징 으로 살

펴볼 수 있었던 이다.



-25-

단게 구분 내용 서울 교토

특정 단계

설계구상 4 4

자료분석 1 1

설계구상,자료수집 1

설계구상,자료분석 1 1

모든 단계 5 7

표 6.상상력과 창의력의 사용 단계

응답 서울 교토
공통 인 인식 설계 구상 단계에서의 창의성의 사용

특징 인 인식

결과 분석 단계에서의 상상

력의 배제해야 함(3)

상상력을 사용하는 구체

인 를 제시(2)

상상력 사용의 필수불가결

성을 강조(3)

수식을 보며 사물을 악할

때 상상력의 사용(1)

표 7.상상력과 창의성에 한 인식

3.상상력과 창의력

과학자들이 연구조사를 할 때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합니까?사용한다면

실험 조사를 하는 어느단계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해 서울 와 교토 의 26명의 학생은 모두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하

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는지에 해서는

표 6과 같다. 체 으로 서울 와 교토 의 많은 학생들은 설계구상의

단계에서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보았다.한편, 문가 인 인 모든 단

계에서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답변은 교토 의 경우가 약간 많았다.

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는 것에 한 두 학교 학생들의 공통

인 인식과 특징 인 인식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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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와 교토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인식은 설계 구상 단계에서 창

의성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었다.서울 의 3명의 학생은 결과 분석 단

계에서 상상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한편 교토 학

생들의 답변에서만 특징 으로 살펴볼 수 있던 것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구체 인 를 들어 설명한 것(2명)상상력 사용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

했다는 (3명)상상력을 어느 특정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수식을

보면서 사물을 악할 때 사용한다는 인식(1명)이었다.

3.1.공통 인 인식

설계구상 단계에서만,혹은 설계 구상과 자료 수집,설계 구상과 자료

분석을 할 때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은 것을 통해 학

생들은 공통 으로 설계 구상 단계에서의 상상력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seungatal(2009)한국의 비교사들에 한 선행연구

에서도 상상력과 창의성을 설계단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다는

결과가 있었다.

-가설을 세우는 단계에서 상상력을 더 펼쳐서 가설을 세우는 경우에는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토대)

-실험이나 조사를 할 경우 세 한 실험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교토대)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실험, 연

구 설계를 하는지 생각하는 능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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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서울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체 으로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에서의 상상력의 사용에 한 답변은

은 편이다.특히 서울 의 세 명의 학생은 결과 분석 단계에서 상상력

을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 다.

  

-설계와 구상은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자료 수집할 것인지도 

아이디어지만, 그러나 자료 수집 후에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동원되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연구의 설계, 구상단계에서 창의성 상상력 요구된다. 어떠한 실험을 해

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집, 분석의 단계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상력의 일정부분 배제가 필요하다. (서울대) 

-자료 수집 후, 과학에 물든 사람일수록 이 경향성은 적어지겠지만, 대체

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 (서울대)

  

구체 으로 어떠한 이유로 상상력을 배제해야한다는 것인지에 한 이

유는 세 명의 답변 모두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상상력을 배제해야

한다거나,원래는 상상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상상력을 사용하게

되고 만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seungatal(2009)의 한국의 비교사

들에 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은 자료를 수집할 때나 수집 한

후에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있었고,이러한

답변은 과학은 객 이어야 하고 객 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

과 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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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교토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서울 의 학생들이 상상력을 사용하는 구체 인 를 들지 않고 서술한

반면 교토 의 2명의 학생은 직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상상력을 사용

한 구체 인 를 서술하 다.

-화산의 마그마 방과 같이 기술적으로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한 지하구

조를 지진파나 중력으로 관측하려고 하는 경우 마그마 방의 구조 원형

일지 각진 모양일지 마그마로 가득 차있을지 아니면 다른 물질의 사이

에 마그마가 끼어있을지 가정한 후 실험이나 조사를 한다. 이러한 가정

을 할 경우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사용된다. (교토대)

  

-특정의 활성단층의 움직임을 알고 싶은데 기존의 지진 관측점에서는 불

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어디에 관측점을 설치해야 단층의 

움직임을 더욱 세 하게 포착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지진 관측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구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는 노이즈가 커서 지구내부구조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이즈를 줄이는 해석방법을 생각한다든지 노이즈에 의존하지 않는 새

로운 해석수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하는 것으로 인해 내부구조를 세부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교토대)

교토 a학생은 실험 설계 단계에서,교토 g학생은 실험 설계와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구체 인 를 들었다.특히 교토

g학생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료의 노이즈에 의존하지 않은 새로운 해

석방법을 고안하여 연구한 석사논문이 일본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교토 의 학생들의 답변에서 특징 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

의 필수불가결성에 한 강조이다.모든 단계에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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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이 서울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는 않았지만,모든 단계에서

사용하여도 특히 어느 단계에서 많이 요구된다고 하는 응답이 많은 편이

었고,상상력이 과학자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자질

들 의 하나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

-연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론

을 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구상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이고, 실험에 힘을 쏟는다면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

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대)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요구되

고 때로는 설계단계에서 때로는 자료 수집에서 등 단계는 여러가지이

다. (서울대)

  

-기본적으로는 실험 및 탐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설계와 구상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상상력은 과학자의 자질 중의 하나이다.(서울대)

한편 교토 에서는 연구의 가치는 창의성에 의존한다는 인식과 상상력

의 필수불가결성에 한 인식이 나타났다.

-상상력이나 창의성은 항상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연

구의 가치는 바로 창의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는 먼저 데이터

를 취하고 그것을 모델에 맞춰가면서 분석한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를 

고찰한다. 이러한 때에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물리법칙을 잘 가미

한 위에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려진 모델이나 지식을 파괴하는 것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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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연구의 진짜 의미이고 과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

상력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교토대)

-모든 단계에 있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상상력과 창의

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과학은 인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된

다. (교토대)

한 교토 의 한 학생은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하는 연구를 이상으로 보

고,실패하 을 때도 상상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

었다.

-이상적인 것은 제일 먼저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거기서부터 연

구를 시작하는 것. 만약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도, 다른 사람

과 의논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생각지 못

한 좋은 결과로 발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토대)

상상력을 설계 구상,자료 수집,자료 분석 등의 어느 특정 단계에서 사

용하는 것이 아닌,수식을 보면서 사물을 악할 때 사용한다는 인식도

찾아볼 수 있었다.

-수학, 수식을 보면서 사물을 파악할 때, 실제로 볼 수 없는 양자의 세계

나 우주 저편의 연구의 경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교토대)

실패했을 때,혹은 수식을 통해 사물을 악할 때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서울 의 설문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앞서 살펴본 상상력에 한 필수불가결 인 인식과 더불어 교토 에서

상상력의 다양한 역할을 인지하고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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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서울 교토

사회문화

향

향을 받음(연구 주제 선정,결과가

평가될 때 등)
9 7

향을 받지 않고 끼침 1

보편 이어야 하지만 향을 받게 됨 1 3

보편 과학 지식,과정 보편 1 2

표 8.사회 문화 향

4.사회 문화 향

과학은 사회문화 향을 받는 것인지 보편 인 것인지에 한 질문에

서 서울 와 교토 학생의 답변을 분류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체 으로 서울 와 교토 의 응답에서는 과학은 사회문화 인 향

을 받는다는 인식이 많았다.특히 과학의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결

과가 평가될 사회,문화 향을 받는다는 입장이 많았고,서울 에서는

과학은 사회문화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끼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

진 응답이 한 명 있었다.한편,과학은 보편 이어야 하지만 향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서울 ,교토 각각 1명,3명이 있었다.그리고 과학지식

이라는 것은 보편 이라는 인식이 각각 1명,2명이 있었다.보편 이어야

하지만 향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보자 인 에 포함하여 볼 때,

교토 의 경우가 과학은 보편 이어야 하고 보편 이어야 한다는 비 문

가 을 가진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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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공통 인 인식

1)사회문화 향을 받음

공통 으로 어떠한 연구를 해야 할지 정하는 경우,연구의 결과 발표되

어 사회에서 평가될 때 사회문화 향을 받는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

-갈릴레오의 지구가 돈다는 주장은 지구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믿던 그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

  

-지동설 자체는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인정받

을 수 없었다. (교토대) 

  

-과학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 뿐 아니라, 인간이 생활과도 관련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경우 가치가 반영된다.(서울대)

  

-기상학에서는 순수한 학술연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실용

성 있는 결과를 남길 것인가가 중요, 사회의 필요, 계산기 자원의 규모

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교토대) 

연구의 결과가 평가될 때 그 시 의 사회 문화 향을 받게 된다는

것 뿐 아니라,연구를 할 때 어떠한 연구를 해야할지 정해야 할 때에도

사회의 요구,가치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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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은 보편 임

과학은 보편 이라는 인식도 서울 에서 1명 교토 에서 2명의 학생의

답변에서 볼 수 있었다.

-과학에서 얻게 되는 법칙이나 이론은 보편적인 것이다.(교토대)

-과학 그 자체에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교토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보편적이다.(서울

대)

3)과학은 보편 이어야 하는데 향을 받게 된다는 인식

과학은 보편 이어야 하지만,사회 문화 향을 받게 되고 만다는

인식은 서울 1명,교토 3명의 학생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상

으로 교토 의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많이 보 는데,이들의 답변에서

공통 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은 사회 문화 향을 받게 되는 것

을 부정 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로서 천동설과 지동설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서울 1명의 학생의 경우에도 종교 인 향을 로 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과학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역사상 꼭 그렇지는 않았다. 천동

설에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게 보였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이 사회

적, 종교적 가치관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와 시

간이 있다면 과학은 문화적인 측면으로부터 떨어져서 진실을 비추는 이

데올로기로서 존재할 수 있다. (교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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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부의 천재뿐이고, 그 

밖의 대다수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다. 천동설과 지동설(교토대)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동설과 천동설이 

그 예. (교토대)

-보편적인 것이어햐 하지만, 과거의 종교적, 사회적 인식에 의해 사실이 

왜곡된 경우가 다수이다.(서울대)

4.2.서울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서울 1명의 학생은 과학은 사회문화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향

을 끼치는 것이라고 응답하 다.과학과 사회 기술이 서로 향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과학이 기술에게 향을 미치고,사회에 향을 미친다

는 일방향 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학문, 철학 정치 사회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 기술은 과거의 과학의 발전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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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토

천동설,지동설 6 4

지구온난화 1 1

진화론,창조론 2

원자력,지진 3

표 9.사회 문화 향을 받는

4.3 사회문화 향을 받게 되는 구체 인

과학이 사회 문화 향을 받는지에 한 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답변은 비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 체로 공통 인 인식이 많이

있었다.그러나 사회문화 인 향을 받는 것으로서 제시한 구체 인

들에 있어서는 사회문화 배경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징 인

답변들을 볼 수 있었다.서울 와 교토 의 학생들이 과학이 사회,문화

향을 받게 된다는 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서울 와 교토 모두 천동설과 지동설에 한 를 든 학생이 많았으

며,지구온난화에 한 언 을 한 학생이 1명씩 있었다.한편 서울 에서

만 찾아볼 수 있었던 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한 이고,교토 에서

만 찾아볼 수 있었던 는 원자력과 지진에 한 이다.

각각의 학에서만 특징 으로 나타난 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

배경과 련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먼 진화론 창조론과 련

된 는 종교 배경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 인구가

체 인구의 약 25%인 한국에 비해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의 상황을 고려할 때,기독교와 련이 있는 창조론에 한 지식이 일본

에서는 희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한편 교토 학생의 답변에

서 원자력과 지진에 련된 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경험한

동북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 소 폭발 사건의 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음은 교토 의 3명의 학생의 답변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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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 교토
배경지식,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함 8 4

자료,증거의 부족으로 검증이 어려워서 4 6

자료가 무 어서 과학자의 주 이 개입 1 1

모순이 보이지 않는 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 1

표 10. 찰의 이론 의존성

-과학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원

자력 정책은 그 위험을 도외시 하고 있어서, 원자력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었지만, 지적한 과학자들은 배제되어 왔었다. 원자력 공학은 

원자폭탄의 개발, 전쟁에 의한 희생, 원자력발전 추진 정책에 의해 발전

되어 온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다.(교토대)

-과학은 그 시대의 사회나 문화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후

쿠시마의 원자력 사고를 계기로 일시에 그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

었다. 앞으로 원자력을 장려하는 교육은 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기술혁신도 기대하기 힘들것이다. (교토대)

-과학적인 연구의 프로세스에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진예측의 연구는 지진을 미리 알아서 줄이고 싶은 사회적 

요청이 강한 것과 관계가 있다. (교토대)

5. 찰의 이론 의존성

공룡의 멸종원인에 해서 과학자들이 이론이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에

해서 묻는 질문에 해서 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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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한계로 상이한 패러다임이 존재

결국에는 사실에 근 ,합의하게 될 것임 1

서울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 으로 문가 인 배경지식,사고

방식의 차이를 지 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교토 의 경우에는 보

자 을 보인 자료,증거의 부족으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

율이 높았다.한편 자료가 무 어서 과학자의 주 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답변도 각각의 학에서 1명씩 있었다.

5.1.공통 인 인식

1)사고방식의 차이

-동일한 자료지만, 이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한

다. 과학자들의 세부전공이 다르듯이 각각의 관심분야가 다르고 이는 

때론 과학자의 사고방식으로 나타난다. (서울대,) 

-자연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나는 두 이론 모두 결국에는 대기에 엄청난 양의 에어로졸을 가져오고 

그것이 태양에너지를 차단해 빙하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 멸종했다는 결

론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과학자들은 선입견 없이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믿는 가설이 있고 거기에 합치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자료를 보고 있

기 때문이다. (교토대)

-같은 자료를 보아도 연구자의 백그라운드나 연구 테마에 의해서 사고방

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이 나오는 것이다. (교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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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견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신념이나 성격, 입장, 전공분야에 의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가 변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자는 신념을 갖고 내기

를 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다양성이 발생되는 것은 필연의 결과이다.  

(교토대)                               

의 답변은 과학자의 배경지식, 심분야가 다르고,이에 따라 과학자

의 사고방식,자연을 보는 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선입견에 따라 가

설을 먼 설정하고 그 가설에 맞춰 자료를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론

이 존재한다는 문가 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가 표현하는 정보의 해석의 근거와 논리의 합리성이 있고, 모순

이 보이지 않는 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또한 반증

할 수 없는 경우, 제창한 가설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인간의 특성이자, 

한계점이다. 과학자가 인간인 이상, 그러한 한계를 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상이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게 된다. (교토대)

교토 의 00학생은 모순이 보이지 않는 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

의 한계로 상이한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보 다.교토 에서는

과학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인간의 특성과 인간의 한계와 연결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2)자료의 부족

-한가지 큰 요인은 자료를 충분이 얻기가 힘들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가

정이나 억측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고고학의 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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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정해서 가정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토대)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이 전지구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있고, 활발한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공

룡의 절멸과 함께 연결하는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토대) 

-자료만으로 얻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어떠한 가정도 그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실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

토대)

-데이터가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보

고 확인할 수 없다. (서울대)

한편 자료,증거가 부족하고 실험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

른 이론이 나온다는 보자 인 인식도 있다.

3)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주 의 개입

-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학자 그룹의 주관, 세계관 사상이 들어가게 

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교토대)

-과거 사건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여 서로 가설이나 가정을 미리 세우고 

결론을 이끌었기 때문에(서울대)

한 자료가 무 어서 과학자의 주 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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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 교토 에서 1명씩 있었다.

5.2.서울 학생들의 특징 인 인식

서울 의 답변에서 특징 으로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하게

된 것이 사고방식이나 주 성 때문이라고 보든지,자료,증거의 부족이라

고 보게 되었는지에 계없이 결국에는 사실에 근 하게 되든지,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존재하 다는 이다.교토 에서는 이러

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과학의 잠정성에 있어서도 과학지식은 변화하는데 그러한 과학지식은

결국은 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서울 와 교토 모

두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 련하여, 찰의 이론 의존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서울 의 일부 학생에게서는 과학의 특성이자 한계 을 인식하

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발 해 나갈 것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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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 교토

객 (인간의 감성,행 ,주 성이 배제된) 9 10

찰에 근거한 것 경험 인 것. 3 2

표 11.경험 특성

6.경험 특성

과학과 종교의 차이에 해서 물은 질문에 해서 서울 와 교토 의

많은 수의 학생들은 과학은 객 인 것으로서 인간의 감성,행 ,주

성이 배제된 것이라는 보자 인 을 가지고 있었다.서울 와 교토

각 각 3명,2명의 학생만이 과학의 경험 인 특성인 과학은 찰에

근거한 경험 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6.1.공통 인 인식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의 차이 을 묻는 질문에서 와 같이 과학은 객

이고,감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명백한 증거가 있고 반증가능

하며,답이 있다는 인식을 볼 수가 있다.과학 재를 상으로 한 박은이

(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과학이 명확한 사실에만 근거하며

증명가능하고, 찰가능하며 반복 규명이 가능한 정답과 오답이 명확

하기 때문에 술과 다르다고 언 하 다.앞에서 살펴본 학생들은 과학

의 사회 문화 향이나 찰의 이론 의존성과 같은 주 성의 측면에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과학은

주 이 배제된 객 인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순 인 인식

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과학자들의 과학의 본성에 해서 조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00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경험

인 특성에 해서 체로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 비하여,이번 연구에

서 과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학원생들도 이 의 과학 재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험 특성에 한 인식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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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서울 와 교토 총 26명의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의 조사

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과학을 공하고,연구하고 있는 학원생들의 과

학에 한 갖고 있는 공통 인 인식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학은 객 이고 반증가능성이 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이다.서울

와 교토 에서는 공통 으로 과학 지식의 경험 특성에 한 보

자 인 을 갖고 과학은 인간의 행 ,감성 등이 배제되어 있는 객

인 학문이라는 실증주의 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과학이 사회문화

향을 받고 찰이 과학자의 이론에 의존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지

만,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으로서 많은 수의 학생들은 객 성을 꼽고

있었다.

둘째,과학지식은 변화해 나가며 결국은 과학이 진보,발 해 나간다는

인식이다.과학지식이 변화하는지에 한 질문에서 서울 와 교토 의

모두의 학생은 과학지식이 변화한다고 응답하 다. 인 지식이 있

는지 없는지, 인 지식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아닌지에 한 생각에

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모두 새로운 발견 등으로 인해 과학

지식은 발 해 나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실험 설계의 단계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의 사용의 요성에 한

인식이다.서울 와 교토 모두의 학생이 과학자들이 실험,조사 등을

할 때,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답하 고,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

험 설계 단계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한편 서울

와 교토 의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서울 의 특징 인 인식은 첫째,과학에 한 본성의 이해가 정합 이

지 않다는 이었다.과학의 사회문화 향과 찰이 이론에 의존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많은 학생들이 과학은 객 이다라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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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체 으로 여섯가지 과학의 본성의 역에 해,서울 학생들

이 교토 학생들에 비해 비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과학의 사회문

화 향, 찰의 이론 의존성 역이다.한편 이론과 법칙의 차이와 상

상력과 창의성에 있어서는 교토 학생들에 비해 문가 이 낮게

나타난 역이다.김선 (2010)의 논문에서도 미국의 비교사들의 인식

을 연구한 Abd-El-Khaklick(2005)논문의 결과를 이용해,한국과 미국의

비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특히,이론과 법

칙에 한 인식과 창의성에 한 인식이 낮게 나왔다.교토 의 경우에

는 이와 반 로 이론과 법칙의 차이와 상상력과 창의성에 한 인식이

높고,사회문화 향, 찰의 이론 의존성 역에 한 인식이 낮은 편

이다.과학은 보편 이어야 하고 자료와 증거의 뒷받침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인식은 교토 의 많은 학생들이 과학은 인간의 행 ,감성,주

이 배제된 객 이 학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서울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칙과 이론의 차이 에 해서 1명

을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법칙은 검증된 지식이고,이론은 검

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보자 인 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교토 의 경우는 비교 다양한 답변이 나왔고, 문가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 에 비해서 높았다.서울 의 경우에는 한 이론이

검증되면 법칙이 된다라는 인식이 교토 학생들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유은정 등(2008)의 연구에서 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서도 가설이 발

되면 이론이 되고 결국에는 법칙이 된다는 오류,과학 법칙은

인 사실이라는 오류가 나타났고,과학 이론과 과학 법칙의 차이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를 한 이은아 등(2008)에서도 과학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며 과학법칙은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는 것과 과학 이

론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증명되면 법칙이 된다는 오개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김선 (2010)에서도 비교사들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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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상이 이론은 주 이며 증명되지 않은 상태,법칙은 실험에 의해

증명된 객 사실이라고 응답하 다. ,고등학생과 비교사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이러한 법칙과 개념에 한 오개념은 과학

을 연구하고 있는 학원생에게도 볼 수 있었다. 한 학원생의 경우

에도 법칙과 이론에는 어떠한 가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법칙과 이론

이 무엇인지에 한 메타 인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직 과학을 하고,

법칙과 이론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서 과학의 본성 의 하나인 이론과

법칙에 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직 연결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 할 수 있다.한편,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이 학생들의 과

학의 본성에 한 인식을 높여 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에 비춰볼 때,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서울 학생 과학의 본성에 한 수업을 들은

이 있는 1명의 학생만이 이론과 법칙에 한 문가 인 을 보인 것

은 하나의 시사 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은 ,

,고등학교, 비교사,과학교사들에게만이 아닌,과학을 하고 있는 연

구자들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이를 해 학원 교육에 있어서

도 과학자체에 한 메타 인 인식을 높여 수 있는 수업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교토 의 경우,어떠한 이유로 이론과

법칙에 한 인식이 높게 나왔는지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이유를 규

명할 수는 없지만,교토 학교의 이학 학, 학원 교육의 내용의 분석

등을 통해 간 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교토 학생들은 연구를 할 때의 상상력과 창의성 사용의 필수불

가결성을 강조하 다.서울 학생들의 답변에서는 상상력이 단순히 필

요하다든지 상상력이 과학자의 하나의 자질로서 표 하고 있는 반면,

교토 학생의 답변에서는 연구의 가치는 상상력에 의존한다는 등의 상

상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실험 조사의 특

정 단계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수식을 보고 사물을 악할

때,실패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서의 상상력의 사용 등 다

양한 이 나타났다.일본의 19명의 노벨상 수상자 에서 7명의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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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 학교는 자유로운 학풍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써 자유로운 연구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학생의

개성과 독창 인 심을 요시하는 학교의 풍토는 과학에서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한 정 인 인식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상상력과 창의성의 사용과 련하여 서울 학생의 응답에서는 결

과 분석단계에서 상상력의 사용을 배제해야한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

었다.이것은 학생들이 과학의 경험 특성에 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

은 객 인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eungatal.(2009)에서도 과학자들은 자료를 수집할 때나 수집 한 후에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교사들의 응답이 있었다.

서울 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토 에 비해 상상력과 창의성

에 한 문가 인 인식이 낮은 편이고,상상력의 배제에 한 인식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비교사 뿐 아니라, 학에

서 과학을 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학원생들에 한 교육에 있어서도

상상력과 창의력에 한 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과학의 본성에 한 서울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법칙이 불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과학지식은 명확하고 답이 있

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 교토 의 경우에는 법칙이 불변하는 지식

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없었으며, 인 지식의 존재에 한 회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여섯째,과학이 사회문화 인 향을 받는지에 한 질문에 한 서울

와 교토 학생들의 응답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 문화 인 환경과

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과학이 사회문화

향을 받고 있다는 로서 서울 학생들의 응답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진화론 창조론의 이고,교토 학생들의 응답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지진과 련된 이다.이는 한국와 일본의

종교 배경의 차이,지리학 환경의 차이로 발생한 사회 문제 등이 학

생들의 구체 인 인식에 향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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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존재 여부에 한 생각도 한국과 일본의 종교 배경의

차이가 반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비슷한 공으로 과학을 연구하

고 있지만,서울 와 교토 학생들이 놓여있는 사회,문화 인 환경은

다르므로 그들의 인식에는 이러한 외부 인 요소가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서 설문지의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살

펴볼 수 있었지만,구체 으로 이러한 사회 문화 배경이 과학의 본성

에 한 인식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지에 해서 밝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과학의 본성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분석과 사회,

문화 요인은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에 구체 으로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과학의 본성에 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학생들과 비교사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한 연구에서 과

학의 본성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구체 인 요소,교사,수업등의 학

교 인 요소와 흥미 등의 내면 인 요소와 더불어 사회,문화 인 요소

에 한 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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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과학의 본성 한국어 검사지

안녕하세요? 는 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석사과정 김소요입니다.설

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본 설문지는 교토 학교와 서울

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공 하고 있는 학원생 분들이 과학에 해

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지 입니다.본 설문

지의 결과는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됩니다.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 *연구실:

*다음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해주세요.

1)석사과정 2)박사과정

* 재 무엇에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이과를 공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의 연구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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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에 한 견해>

1.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이 다른 학문(종교,철학 등)과 다

른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실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과학 지식이 발 하기 해서 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그 다면 생각하면,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만약 그 지 않다고 생각하면,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과학이론과 과학법칙 사이에는 차이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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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학자들이 과학이론( 를 들어 원자이론,진화이론)을 개발한 후에,

그 이론은 변화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과학이론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

요.

• 만약 과학이론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7.공룡은 6천 5백만년 에 멸종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멸종을 설명

하기 해 과학자들이 세운 여러 가설 에서 두 가지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일단의 과학자들이 세운 첫 번째 가설은 6천 5백만년

거 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 고,그 결과로 나타난 일련의 사건

들이 멸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주장한

두 번째 가설은 규모의 격렬한 화산 폭발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집단의 과학자들이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이끌

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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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학은 그 시 의 사회 ,문화 가치가 반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아니면 과학은 보편 인(국지 ,문화 경계를 넘어 그

시 의 사회 ,정치 ,철학 가치에 향을 받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9.과학자들은 자신이 제안한 질문에 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실험/

탐구를 수행합니다.과학자들이 탐구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창의성

과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그 다고 생각하면,연구의 어느 단계(설계와 구상,자료 수집,

자료 수집 후)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과학자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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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과학의 본성 일본어 검사지

＃。あなたは次のうちどれに当てはまりますか？

1）修士課程　2）博士課程　

＃。今何について研究されていますか？

＃。理科を 攻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今の研究分野を研究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理由を教えてくださ

い。

＜科学についての意見＞

１．科学はどういうものだと思われますか。

２．科学（物理、生物、化学、地学など）と他の学問（宗教、哲学など）

の違い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

忙しい所、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有難うございます。

本アンケートは京都大学で科学を研究している皆さんの科学に関する えを

聞くためのアンケートです。アンケートを通じて集めて意見は学術的目的の

みに利用されます。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ソウル大学大学院地球科学教育科修士課程　金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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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科学にとって実験は何であると思われますか。

４．科学的知識の発展のためには実験は必ず必要と思いますか。

•もしそうだと思う場合、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もしそうだと思わない場合、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５．科学理論と科学法則には違いがあると思われますか。例を挙げて教え

てください。

６．科学 たちが理論を発見した後（原子理論、進化理論など）その理論

は変化するものだと えますか。

•科学理論が変わらないと思う場合、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科学理論が変わると思う場合、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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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恐竜は６５００万年前に絶滅したといわれています。絶滅の理由を説

明するために科学 たちが立てた仮説の中で、二つの主要な仮設が支

持されています。一つ目の仮説は巨大な隕石が地球と衝突し、その結

果起きたいろんな事件によって絶滅したという説です。二つ目の仮説

は大規模な火山の爆発によって絶滅したという説です。

同じ資料を見ているのに、なぜこのように異なる二つの絶滅の原因を

説明する科学 グループが出る結果になったと思われますか。

８．科学にはその時代の社会的、文化的価値が反映されているものだと思

いますか。それとも科学は普遍的な（局地的、文化的境界を超えその

時代の社会的、政治的、哲学的価値に影響を受けない）ものだと思わ

れますか。例を挙げて教えてください。

９．科学 たちは研究問題の答えを得るために実験や調査をします。科学

たちが研究をする時、想像力や創意性は使われると思われますか。

もし想像力や創意性を使うなら研究のどの段階で使われると思われま

すか（研究設計、データ収集、データ収集後）できれば例を挙げて教

えてください。もし想像力や創意性などは使わないと思われたらその

理由も教え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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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differencesbetweenKoreanand

Japanesegraduatestudents’perceptions

aboutthenatureofscience

Kim,Soyo

EarthScienceMajorinScienceEducationDivis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goalofmodernscienceeducationistofosterscientificliteracy

andanunderstandingofthenatureofscienceforscientificliteracy

hasbeenemphasizedasanessentialelement. Inthisstudy,graduate

student's perceptionofthenatureofsciencewasinvestigated.

13graduatestudentswhomajorinearthscienceatSeoulNational

Universityand13graduatestudentsatKyotoUniversitywasselected

and by using vnos-cquestionnairetheirthinking aboutnatureof

sciencewasinvestigated.6aspectsofnatureofscience(theoryand

laws,tentativeness,imagination and creativity,socialand culturat,

theory-laden,empirical)wassurveyed.

Asaresult,SeoulNationalUniversitystudentshavehighawareness

ofsocialandcultural,theory-ladenaspectsofnatureofscienceand

havelow awarenessofthedifferencebetweentheoryandlaw,the

use ofimagination and creativity compared to kyot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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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Throughthisstudysomecommonthinkingaboutthenature

of science was founded. Graduat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andKyotoUniversity,commonlyrecognizedthatscienceis

theobjectivethingandscientificknowledgewillbedeveloped.and

theyemphasizedcreativityinthedesignphase.Thecharacteristicof

seoulnationaluniversitystudentsrecognitionaboutnatureofscience

isthatthereislackofconsistency.Manystudentssaidsciencehas

socialculturalaspectsandtheory-ladencharacteristicbutmany of

them toldthatscienceisobjective.Secondsomestudentsmentioned

thattheyhavetoexcludeusingcreativitywhenscientistsinterpreting

theresultsofexperiment.Andtheyhavetheperceptionthatlaw is

notchanging.

Thecharacteristicofkyotouniversitystudentsisthatsciencehave

tobeobjectiveanduniversal.Secondtheymentionedusingcreativity

isessentialfactorforresearch Third somehaveskepticalopinion

abouttheexistenceofabsolutetruth.

Keywords:natureofscience,perceptions

StudentNumber:2010-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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