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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

요한 방법의 하나다. 모델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학생

들은 다양한 과학적 실행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인

식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

링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발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그룹 모

델링 활동을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변

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과 연관이 있는 과학의 본성

의 5가지 측면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모델

링 수업 사전과 사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의 이해 변화를 알아보았다. 지구기후변화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주제로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15명과 2학년 7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소집단 모델링 활동 후에 고등학생들의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현대 인식론적 관점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학 지식의 실증성 측면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델링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쟁을 하는 기

회를 얻게 해주어 학생들은 과학적인 추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과학지식이 형

성됨을 경험하여 과학 공동체 활동과 연관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모델링 활동은 과학의 본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다른 탐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으로부터 스스로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암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과학 탐구를 활용한 암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학생

들은 과학적 탐구 능력 신장뿐 아니라 과학자의 활동을 경험한다.

따라서 암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등학생

들의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발달함을 확인해 보는 것은 진정

한 과학 탐구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모델링 활동은 현대적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

의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기에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유

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과학의 본성, 과학적 모델, 모델링, 과학적 소양, NOS

학 번 : 2016-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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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RC ‘Taking Science to Schools’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이란 자연 시

스템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나타내는 지식과 그 지식이 확립되고 지속해

서 확장, 수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식과 지식이 형성되는 과

정의 두 요소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과학에서 진보를 만들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 교육에서도 지식과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 모두를 이해

해야 한다(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과학지식이 형성되

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과학

적 소양을 갖추는 것’에 대한 주요한 요소이다(AAAS, 1993; NRC,

1994).

과학의 본성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공통으로 과

학의 본성이란 과학과 과학 지식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와 특성이 무엇인

지에 대한 신념과 과학지식이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신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Abd-El-Khalick, Waters & Le, 2008;

Lederman, 2007). 이러한 과학의 본성은 특정한 과학적 내용과 연관되지

않은 지식의 한 부분으로 모든 시민이 가져야 할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적 소양에 해당한다(Gilbert & Justi, 2016).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목표를 ‘과학의 기본 개

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합

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과학과 목표 또한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

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

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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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다(교육부, 2015).’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서 있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과학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과

학을 조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조은진, 2016).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본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데 크게 암시적 접근(implicit approach)과 명시적 접근

(explicit approach) 방법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 되었다

(Abd-El-Khalick & Lederman, 2000). 암시적 접근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이해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Wong & Hodson, 2010). 암시적 접근 방

법의 하나로 탐구 중심교육과정을 이용한 실험집단연구가 있었지만, 과

학의 본성 이해에 대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Meichtry, 1992). 명시적

접근은 과학의 본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

과정의 다른 요소처럼 인지적인 학습 결과로 고려한 방법이다(Bell,

Lederman, & Abd-El-Khalick, 1998). 명시적 접근에서 반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접근은 수업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과학 탐구

와 연관된 맥락에서 다시 반성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한다는 방법으로 명시적-반성적 접근(explicit-reflective approach)이

라 한다(Liu & Lederman, 2002). 많은 연구에서 명시적-반성적 접근이

효과적인 과학의 본성 수업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Khishfe &

Abd-El-Khalick, 2002). 하지만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친 과학의 본

성과 같은 문항에 기반을 둔 도구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

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이해가 발달하였다는

견해가 의심스럽다고 한다(Gilbert & Justi, 2016).

모델링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설명체계를 구성하거나 연구를 설계

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과 같은 ‘과학 탐구기능’을 향상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ortus et al., 2006; Schwarz & White, 2005;

Spitulnik et al., 1999). 다양한 과학적 실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링

기반의 교수‧학습은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과학의 인지적, 사

회적 차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Duschl & Grand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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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주요한 요소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깊은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Lehrer et al., 2000; Schwarz & White, 2005).

국내에서 다양한 수업 처리를 통하여 과학의 본성의 관점 변화를 알

아본 연구들이 있다(조정일 등, 2008). 암시적 접근 방법으로 탐구 활동

(김지영, 강순희, 2007; 김미경, 김희백, 2007)을 통한 연구에서 일부 과

학의 본성 이해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명시적-반성적 접근 방법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에 효과적(조정일 등, 2008; 김경순 등, 2008; 정윤숙,

김성원, 2015)이라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행한 방법들은 실

험, 관찰, 결론 도출이라는 귀납적 추론에 의존하는 발견 학습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왜곡되고 부적절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Hodson, 1988).

따라서 과학 탐구 능력을 통하여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

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과

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

적 모델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는 모델링 활동은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과 같은 맥락이므로, 모델 기반의 교수·학습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 이해에 대한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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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소그룹이라는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수‧학습 방법으

로서 모델링이 현대적인 과학의 본성 이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

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소그룹 모델링 활동 전과 후의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어떠한가?

2. 소그룹 모델링에 성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보여주는 과학

의 본성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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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의 본성의 이해

과학 교육에서 최근 전 세계 개혁 운동은 과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

에 대한 준비를 지지하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89, 1993;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Pan-Canadian Science Project, 1997; Millar & Osborne,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Osborne & Dillon, 2008; Khishfe, 2014

재인용).

우리나라도 세계 과학 교육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과학적 소양의 함

양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목표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

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목표 또한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

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

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교육부, 2015).’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과

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이다(Meichtry, 1992;

Khishfe, 2014). Kang et al. (2005)에 따르면 과학적 소양이란 과학 기술

사회에서 살아남는 필연적 요소이며, 과학적 소양을 가르치는 데 과학의

본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

하고(Kang et al., 2005) 공통적인 과학의 본성 영역에 관한 토론이 계속

되고 있다(Abd-El-Khalick, 2012). 그중 가장 널리 언급되는 특징들은

과학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와 가정 그리고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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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erman, 1992). 그리고 Gilbert & Justi (2016)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과학에 관하여 일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Allchin, 2013,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Driver,

Leach, Millar, & Scott, 1996; Millar & Osborne, 1998; National

Research Counsil, 2012), 특정한 과학 내용과 연관되지 않은 지식의 부

분을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이하 NOS)이라 한다.

논란이 있지만 최근 과학 개혁 문서에서 강조한 학생의 삶과 연관이

있는 과학의 본성 측면이 있다(AAAS, 1990, 1993; Millar & Osborne,

1998; NRC, 1994). 과학 지식은 잠정적(tentative), 실증적(empirical), 이

론 의존적(theory-laden)이고 부분적으로 인간의 추론과 상상‧창의의 산

물이며 사회․문화적인 면을 내재하고 있다(Lederman et al., 2002). 이

에 대한 과학의 본성은 Lederman et al.(2002)의 기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과학 지식은 실증적이다. 과학 지식은 부분적으로 자연 세계의 관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상에 대한 관찰을 참고하여 과학적 주장의 타

당성이 결정된다(AAAS, 1990). 이렇게 과학지식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기반함에도 불구하고 과학 지식의 생성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포

함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완전히 합리적이며 질서 정연한 활동이 아

니라 과학자들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과학자들의

이론 및 신념, 사전 지식, 훈련, 경험 및 기대와 같은 배경 요소는 과학

자들의 작업(work)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이 조사하는 방법과 관찰

하는 것(또는 관찰하지 않는 것) 및 관찰을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

치는 과학자의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과학은 문화라는 큰 맥락에

서 실천되는 인간의 기업(enterprise)이며 과학적 실행은 그 문화의 산물

(product)이다. 이는 과학이 사회와 권력 구조, 정치‧사회‧경제적 요소,

철학 및 종교,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와 지적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

음을 의미한다. 이론(theory) 및 법칙(law)을 포함하는 과학 지식은 신뢰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거나 확실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특

성이 있다. 과학적 주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증거들로 지지



- 7 -

가 되고, 새로운 이론적 진보에 비추어 현존하는 증거들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과학적 주장은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범주의 학생

과 교사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Bell (1999)

은 전문가 그룹과 비전문가 그룹의 과학의 본성 이해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두 그룹에 대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을 비교하였다. 과학 교육 또는 과학의 역사, 철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9명의 전문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과 비슷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문학, 역사, 교육 등 과학의 본성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분야의 9명의 비전문가 그룹이 연구 대상이었다. 이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Eastwood et al. (2012)는 명시적-반

성적 학습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의 본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결과를 내리는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표 2).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에 관한 연

구가 있다. 연구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

근 방법을 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암시적 접근(implicit approach), 명

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 그리고 명시적-반성적 접근

(explicit-reflective approach)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Khishfe &

Abd-El-Khalick, 2002).

암시적 접근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 활동에 참여한 결과

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

(Wong & Hodson, 2010). 암시적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탐구 중심교육

과정을 이용한 실험집단연구가 있었지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Meichtr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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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문가/비전문가 그룹의 과학의 본성의 이해 (Bell, 1999)

전문가 그룹 비전문가 그룹

과학지식의

실증성

과학 지식은 자연적 현상, 증거, 데이터와 관찰에 기반한

다. 실증적 증거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주장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support) 견해로 보는

관점이다. 물리적인 증거는 경쟁 아이디어나 이론을 선택

하는데 단독의 결정적인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주

장은 관찰,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혼합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과학 지식은 오로지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둔다.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연구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

소(의견, 해석, 추측, 인간 편견과 가치)를 배제하는 경험

주의를 강조한다.

과학지식의

상상과 창의성

연구를 진행하고 준비하기 위한 연구 문제의 시작부터 얻

은 결과의 해석까지 창의성은 과학적 실행에 스며든다. 다

양한 연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단 하나의 과학적 방법

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과학에서 대부분의 창의성은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기 전

추측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 후, 과학적 방법은 과학자

의 추측이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과학지식의

주관성

과학 지식은 주관적이다. 서로 다른 해석은 과학자들의 교

육 배경, 교육, 철학적 관점, 이론적 신념, 개인적 경험과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 워크 내에서

작업하는 과학자의 경험과 신념으로 기인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은 객관적이다. 과학 지식의 주관성은 데이터의

부적합성이나 차이에 초점을 두며 데이터 해석과 관련이

되는 일부에 해당하며, 주관적인 요소는 과학에서 피해야

한다.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

과학 지식의 발전은 과학 자체가 실행되는 문화와 연관이

된다. 정치, 경제, 종교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과학 지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에 동료 평가와 그룹의 합의 적용을

통해 주관적 제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론할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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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VNOS 코딩 방식 (Eastwood et al., 2012)

Informed Transitional Naive

과학 지식의

실증성

과학은 데이터 수집과 추론 생성을 포함하

는 과정이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예) 과학은 지식이고 지식의 습득이다. 선

입견 없는 목적의 진술을 갖는다. 세계의

실증적인 설명으로 향하는 시도이다.

과학은 사실과 진실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

를 이끄는 과정이다.

예) 과학은 우리의 관찰과 다른 사람의 관
찰로부터 학습되는 것이고. 과학은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다.

과학은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과학은 옳고
진실한 답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예) 과학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갖는 질문

에 대한 답이다. 이는 우리에게 지식과 증
명을 준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

새로운 증거나 이해가 주어지기에 과학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이해는 신뢰할 만하다.
예) 이론은 새로운 기술 발달과 다른 과학

적 견해의 영향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는

최신 지식을 얻기 위한 이론을 배우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적 이해는 불명확하고 바뀔 수 있다.
(학생은 잠정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이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

는다)
예) 과학은 항상 변한다. 이론은 계속 변하

고 있다.

과학적 이해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다.

예) 과학적 이론은 변하지 않는다. 한 이론
이 많은 사람에 의해 옳은 방법으로 행해

진 것으로 그 시대에 증명된 것이면, 이는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

창의와 상상은 과학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예) 과학자는 창의와 상상을 문제해결(계획

과 디자인을 나오게 하는)에 사용한다. 그

리고 새로운 접근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게 한다.

창조와 상상은 오로지 과학적 실행의 특정
영역에서만 역할을 한다.

예) 과학자는 우선 가설을 찾고 가설을 테

스트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상상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은 데이

터를 찾거나 결론을 진술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결론은 사실이다.

과학은 창조나 상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이상적으로 과학자들은 오로지 데이터

가 말하는 것을 고수하고, 그들의 견해에

상상과 창조를 더하지 않는다.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과학자는

데이터를 해석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과 과학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
예) 과학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가치

에 영향을 받는다.

과학자는 개인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과학은 이들 영향으로

부터 고립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이다.

예) 과학적 결론은 우리가 데이터를 인지하
는 방법과 연관되어있고, 과학은 보편적이

고, 일단 증명되면 정치적 견해는 이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과학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부터 격리되

어 있다.

예) 과학은 보편적이고, 이는 사회적 정치
적 철학적 가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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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접근은 과학의 본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다른 요소와 같이 인지적인 학습 결과로 고려하는 방법

이다(Abd-El-Khalick et al., 1998). 많은 연구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

대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암시적 접근보다 명시적인 접근이 효과적임을

제시(Abd-El-Khalick & Akerson, 2004; Akerson et al., 2000; Akerson

& Hanuscin, 2007) 하지만, 명시적 접근 방법 또한 과학의 본성을 가르

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Yoo, 1999;

Abd-El-Khalick & Lederman, 2000; Tao, 2003; 정윤숙, 김성원, 2015

재인용).

명시적 접근에서 반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접근 방법, 다시 말하면 수

업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과학 탐구와 연관된 맥락에

서 다시 반성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방법이

명시적-반성적 접근(explicit-reflective approach) 이다(Liu & Lederman,

2002). 많은 연구에서 명시적-반성적인 접근이 과학의 본성 이해에 대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Khishfe & Abd-El-Khalick,

2002). 하지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진 과학의 본성과 동일한 문항에 기반을 둔 도구로 측정되기 때문에 과

학의 본성에 관한 넓은 이해의 발달이라는 견해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Gilbert & Justi, 2016). 또한, 실험, 관찰, 결론 도출이라는 귀납적 추론

에 의존하는 발견 학습 방법과 같은 탐구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왜곡

되고 부적절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Hodson, 1988).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논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

표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하여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접근 방법들이 효과적인가에 대하

여 아직도 논쟁적이다. 따라서 [표 1]의 전문가적 이해와 [표 2]의

Informed 이해 수준으로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

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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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적 모델 및 모델링 활동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학 교육의 목표로서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이해뿐 아니라 과학 탐구 능력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Boujaoude

(2002)는 과학적 소양을 4개의 요소(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 과학 탐구에

대한 실행과 이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 기술‧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였고, 이 4개의 요소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과학 교육에서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제1장 제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목표로서 과학

탐구 능력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NSES(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RC, 1996)에 따르면

‘과학 탐구’라는 용어는 과학적 설명의 제한점과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

를 이끌 수 있는 탐구하기(doing of inquiry)와 탐구에 대해 이해하기

(understandings about inquiry)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과학 탐구는 실험

수행 또는 핸즈온(hands-on) 활동으로서 더 많이 언급되어왔다(Gabel,

2003).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과학 탐구는 탐구기능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학생이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반성은 없었기 때문에,

관찰한 것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형성하는 결과에 대하여 학생은 이해하

지 못한다(Khishfe, 2014).

Taking Science to School(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에 따르면 과학 교수‧학습은 인식론 및 사회적 관행을 포함하는 지식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과학 탐구는 과학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이

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실행의 습득에 의존하는 영역과 연결되

어 있으므로 과학 교수‧학습은 인식론적(epistemological) 그리고 사회적

구조와 실천(practices)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주장(Duschl & Grandy,

2013)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이러한 과학 탐구의 맥락에서 모델 기반

의 교수‧학습 방법은 ‘과학 탐구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델을 구성,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델 기반의 활동은 설

명체계를 구성하거나, 연구를 설계하거나, 데이터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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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과학 탐구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ortus et

al., 2006; Schwarz & White, 2005; Spitulnik et al., 1999). 또한, 학교에

서 학생들은 모델을 형성하고 모델에 대해 논쟁을 하며 현상에 대해 표

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 사회에서 지식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사회

적 실천과 인식론적인 기반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Duschl &

Grandy, 2013). 과학 교육은 과학적 모델링과 같은 과학의 과정에 포함

된 원리와 기술을 강조한 탐구에 기반을 두어야(Driver et al., 1996) 탐

구하기와 탐구에 대해 이해하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과학적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 교육 연구자들이 공통으

로 사용하는 용어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다(Oh & Oh,

2011). Gilbert & Ireton (2003)에 따르면 ‘모델은 다른 시스템 일부의 면

을 표상하는 물체의 시스템이나 기호(symbol)’이다. 예를 들어 미니어처

화산(miniature volcano)은 실재 화산을 표상하고, 천문학에서 빅뱅 모델

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표현한다(Oh & Oh, 2011).

과학자들과 교육 연구자가 모델을 표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하지

만 과학자들이 단순히 자연 현상을 표상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조은진, 2016). 과학적 모델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모방이나 반영

의 과정을 통한 실세계의 표상은 아니며(Koponen, 2007), 이론적인 실체

를 포함하는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Oh & Oh, 2011). Somerville and Hassol (2011)에 따르면 모델은

설명이나 관찰되지 않거나 관찰이 어려운 자연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질

문과 예측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조은진, 2016).

Giere et al. (1991)은 모델 구성 과정의 4가지 요소(실세계, 모델, 예

측, 데이터)를 제시하고 4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함을 [그림 1]과 같이 나

타내었다. 실세계는 탐구 대상이나 탐구 과정을 의미하고, 모델은 실세계

의 대상 또는 표상을 의미하는데, 이 모델이 적합하다면 실세계의 관찰

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관한 서술

을 의미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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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세계, 데이터, 모델, 예측 사이의 상호 작용(Giere, 1991)

이와 같은 철학적 기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과학적 모델은 자연

현상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적 표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도구

로 작용한다(Schwarz et al., 2009). 과학자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실

세계의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관찰하고 이를 표상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사용하고 이에 적합한 가설을 만들어 모델을 생성하고 사용한다(Giere,

2004). 따라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는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을 구성하는 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은 1980

년대에 시작되었다(Gilbert & Justi, 2016). ‘모델링’이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Bamberger & Davis, 2013; Hestenes, 2006;

Nercessian, 2008), Clement가 과학 교육 맥락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하

나의 방법으로써 ‘모델링’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모델링’을 과학 교육

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포함하기 위해 모델 구성 사이클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이 모델 구성 과정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문

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들

은 안내해야 한다(Clement, 1989). 이러한 관점은 ‘아이들이 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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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전문가의 활동과 비슷한 활동에 참여할 때 더 깊은 학습을 한

다(Sawyer 2006)’는 관점과 같은 맥락에 기반을 둔다.

그림 2. 모델 구성 사이클(cycle) (Clement, 1989)

Oh & Oh (2011)는 과학 철학자와 과학 교육자들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어 모델의 본성을 모델의 의미, 모델의

목적, 모델의 다양성과 모델의 가변성의 범주에서 기술하였다(표 3). [표

3]과 같은 모델의 본성으로부터 과학 교실에서 모델의 사용을 논하였다.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외부적인 표현은 그 학생들의 정신 모델에 대한

표현이고 타겟(target)1)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추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정교한

과학 지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과학 교실에서 교사는 다양한 모델

1) 일반적으로 모델을 통해 표현되는 타겟(target)이라 부르는데 모델은 타겟의

모든 것을 표상할 필요가 없다. 모델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모델러(modeler)에

의해 선택된 타겟의 특정한 면을 표상하기 때문이다(Oh & O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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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설명, 표현, 구성, 적용, 모델의 수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표 3. 모델의 본성(Oh & Oh, 2011)

주제 요약

모델의

의미

‧ 모델은 타겟의 표상이다.

‧ 모델은 이론과 현상 연결의 중재자 또는 ‘브릿지

(bridge)’로 간주된다.

모델의

목적

‧ 모델은 자연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과학적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한

다.

‧ 모델의 기능적인 역할은 정신(mental)과 외부 시뮬레

이션을 허용하면서 유추를 사용하고, 비언어적인 기호학

의 자원으로 모델을 표현함으로써 촉진된다.

모델의

다양성

‧ 모델의 다양성은 동일한 타겟의 연구로 발달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타겟이 보이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모

델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호적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델은 타겟의 특정한 부분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각

모델은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타겟에 대한 제대로 된

(full-fledged) 설명을 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모델의

가변성

‧ 모델은 실증적, 개념적으로 테스트되어지며 과학 지식

의 발달 과정과 함께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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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모델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과학의 창

의성뿐 아니라 비판적인 과정을 비롯하여 자연의 구조와 기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것이다(Clement, 2008). 즉 학교에서 모델링 활동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

모델링은 모델의 생성-수정-평가를 거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며 구

성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사회적 맥락의 장에서 일어난다

(Clement, 2008; Rea-Ramirez et al., 2008). Hogan (1999)는 과학적 모

델 구성에 있어 소집단 내에서의 의견 교류를 강조하였으며 Dalmedico

(2007)은 과학적 모델 구성 활동이 개인적인 구성 활동이자 사회적 조정

및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학자의 활동에서도 과학적 모델

의 생성과 평가는 개인만의 추론을 넘어 동료와의 협의와 경쟁과 같은

사회적인 과정이 수반된다(Nersessian, 2010).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인지적인 요소와 사회

적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Model-Based

Co-construction)’이라고 한다(Clement, 2008). 이때 ‘사회적 구성’이라는

용어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안내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과학적 모델을 사회적 구성’하는 모델링 활동을 통

하여 학생들은 과학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실제적인 탐구 경험을

통해 과학의 과정과 본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Clement &

Steinberg, 2002; Schwarz & White, 2005) 과학적 소양을 증진 시킬 것

으로 여겨진다(Acher, Arca, and Sanmarti, 2007; Gilbert and Boult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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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모색하였다.

1. 문헌 연구

연구자는 2016년 4월에 연구 주제를 상정하고 이후 관련 문헌을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였다. 과학적 모델 수업을 통한 과학의 본성 이해와 관

련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국외의 과학의 본성 이해의 연구 방

법과 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학의 본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2. 과학의 본성 질문지 및 수업 모듈 개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과학의 본성에 관한

질문지 및 과학적 모델링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첫째,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 활동과 연관이

되는 과학의 본성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 요소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

고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둘째,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수업 모듈은 현직 교사 3명과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개발하였다. 과학의 본성 발달과 모델링에 적합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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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후변화’를 선정하였고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모델링 할 수 있

는 수업 모듈과 이와 관련한 SSI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3. 자료 수집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4주간 진행한 수업으로부터 본 연구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의 개요는 [그림 3]과 같으며 수업은 3개의 단계

(도입 단계, 모델링 단계 그리고 SSI 단계)로 구성하였다. 수업은 총 10

개의 차시이며 각 차시는 약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도입 단계는 1∼3차시로 구성되었다. 1차시에서 과학의 본성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2차시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과학적 모델이 무

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었기에, 과학적 모델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

는지 또한 모델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

로 제시하는 교사 주도 수업을 하였다. 3차시에서 기후가 무엇인지 그리

고 현재 지구 기후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지구 기후 변화’의

문제점과 함께 수업의 목표를 인지하였다.

둘째, 모델링 단계는 4∼6차시로 구성되었다. 4차시에서 ‘지구 기후 변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가 16개의 자료를 학생에게

제시하고 학생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에 관한 개인

모델을 생성하였다. 5차시에서 학생들은 개인이 생성한 모델을 토대로 4

∼5명으로 이루어진 조에서 합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조의 구성원들은

개인 모델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별 합의 모델을 형성하였다. 토론과 조별 합의 모델을 형

성하는 시간은 90분 정도이다. 6차시에서 조별 합의 모델을 반 전체에게

공유하여 조별 합의 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SSI 단계는 7∼9차시로 구성되었다. 7∼8차시 동안 학생들은 교

사가 제시하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신문 기사와 영상을 보고 ‘기후

변화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인가’의 주제로 조별 토론을 하였다. 9차시에

서 조별 토론을 토대로 개인별로 ‘기후 변화 협약에 관한 의사 결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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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하였다.

마지막 10차시에서 과학의 본성에 관한 사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때 사전과 사후에 사용한 과학의 본성 이해의 조사는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업의 모든 단계의 과정은 비디오 촬영과 함께 오디오 녹음을 하였

으며 개인 인터뷰 또한 오디오 녹음을 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개

인 인터뷰는 수업과 사후 설문 조사를 한 후에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이해

의 변화가 있는 13명 학생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3. 수업과 자료 수집의 개요

4. 분석 및 결론 도출

연구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에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4장과 5장에 제시한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과학

의 본성 이해에 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질문지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

한 개인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전 과정과 인터뷰하는 동안 녹

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 모델링 활동

지와 그룹 합의 모델링 활동지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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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및 수업 모듈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공립 S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15명과 2학년 7명, 총 22명이다. 이

들은 정규 수업 시간 외 방과 후 수업인 ‘지구 기후 변화와 관련한 모델

링 수업과 SSI 토론 수업’의 주제로 개설된 강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다. 방과 후 수업 개설 시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의 목적

이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을 적용한 SSI 수업에서 나타나는 고등학

생들의 양상 연구’임을 알렸고 이에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 의사를 밝

힌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S 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가 승인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

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S고등학교는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로

과학 중점학교이다. 과학 중점학교는 경기도 특색 학교 중 하나로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고등학교 배정 시 학교의 특성을 알고 배

정 희망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재학생이

배정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2학년 학생들은 과학 중점반 학생들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의

각 Ⅰ과 Ⅱ 수업을 모두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과학에 흥미와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31세 현직 공립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이

며 현재 과학 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학생들

이 모델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 과학적 모

델과 모델링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를 선발하였다. 참여 교사는

고등학생들을 다년간 가르친 경험이 있고 또한 S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모델 기반 수업을 방과 후 강좌로 개설하여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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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모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인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지구과학

Ⅰ 교과에 위기의 지구 중 지구 기후 변화 단원이 있어서 연구자는 교육

과정과 연관이 있는 모델링과 SSI 수업에 적합한 주제로 ‘지구 기후 변

화’를 채택하였다.

첫째, 모델링 수업 모듈은 기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설정하고 개발을 하였다. 교사

는 학생에게 지구 기온변화와 관련한 16개의 그래프와 표를 제시하였다

(부록 1).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들로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들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는 지

구 기온 평형과 관련한 자료(범주1), 고(古) 지구 기후 변화 자료(범주2),

지구 내부 활동과 관련한 자료(범주3), 지구 외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

(범주4), 인간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범주5)와 그리고 기타 자료(범주6)

를 사용하였으며 [표 4]에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근

거로 활용하여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한 개인 모델을 형성한다. 그

리고 4∼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조에서 개인 모델을 공유하고 본인들이

형성한 모델에 관한 토론을 하여 조별로 합의 모델을 형성한 후 이를 전

체 학급에 공유한다. 이때 학생들이 생성하는 과학적 모델은 표현 형식

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글과 그림,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둘째, SSI 수업 모듈은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

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였다. 학생에게 기

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시기가 다른 2개의 신문 기사를 제공하여 각 나라

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 외에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인 근거 등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2). 학생들이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시민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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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토론하

도록 하였으며, 이후 개인별로 기후 협약에 관한 의사결정 글쓰기를 하

였다.

표 4. 모델링 수업 자료 내용 및 범주

번호 자 료 명 범주

1 지구의 복사 평형 1

2 온실효과의 원리 1

3 지질시대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 2

4 태양의 흑점 수와 온도 편차와의 관계 4

5
화산폭발과 지구 대기의 태양 복사에너지 투과율과의
관계

3

6 화산폭발과 기온편차와의 관계 3

7 엘니뇨와 기온편차와의 관계 3

8 북극해의 9월 평균 해빙 면적 6

9 지표면 상태에 따른 알베도(반사율) 6

10 온실 가스 종류와 특성 6

11 하와이 마우나로에서 관측한 월평균 대기 중 CO2의 농도 5

12 대기 중 CO2 농도 5

13 대기 중 CH4 농도 5

14 탄소 순환 1

15
지구의 운동에 의한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화와 지구
빙하기 주기와의 관계

4

16 이산화탄소, 온도, 먼지의 45만 년 동안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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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학의 본성 검사

1. 과학의 본성 요소 추출

과학의 본성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과학의 본성의 요소를 과학 교

육에 포함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Gilbert & Justi, 2016). 그리

고 다양한 과학교육 문서에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 목표로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지만, 과학의 본성 정의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정윤숙, 2014). 또한,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관점

은 매우 분명하다(Lederman, 2007).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대적인 관점의 과학의 본성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의 본성 요소

를 추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과학 과정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끌어내는 활동이고, 과

학 탐구는 다양한 과학 과정을 포함한다(AAAS, 1990; NRC, 1996). 이

과학 탐구의 경험은 과학의 본성의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기초 경험을

제공하기에 과학 탐구와 과학의 본성을 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ederman, 2007). 그리고 Justi & Gilbert (2003)는 모델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 본성의 이해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활동은 과학 과정을 통한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학 탐

구이기에 과학의 본성에 관하여 반성적인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

음으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과 연관성이 있는 과학의 본성 요소를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5가지 과학의 본성 측면,

과학 지식의 실증성(empirical), 과학 지식의 잠정성(tentative), 과학 지

식의 상상과 창의성(creative and imaginative), 과학 지식의 주관성

(subjective), 그리고 과학 지식의 사회 문화적 내재성(social and

cultural embeddedness)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모델의 본성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통하여 발달하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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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둘의 연관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모델링과 과학의 본성

모델링 단계 과학의 본성

모델 고안, 생성 ⇔
실증성

상상과 창의성

모델 수정 ⇔
실증성
잠정성

모델 수용 ⇔
주관성

사회 문화적 내재성

첫째, 과학 지식의 실증성은 과학은 자연 세계의 관찰을 기반으로 하

며 과학적인 주장은 자연에 대한 관찰을 언급함으로써 유효성이 확립된

다는 관점이다(Lederman et al., 2002). 모델의 본성 측면에서 모델은 주

어진 시스템(system)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표상한다(Justi & Gilbert,

2003). 따라서 모델은 타겟과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와 실제 세계에서 얻은 관측치를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Grosslight et al., 1991; Van Driel &

Verloop, 1999).

둘째,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과학 지식은 새로운 증거로 인해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Khishfe & Lederman, 2006). 생각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에 과학적 주장은 변하고 이는 새로운

주장을 끌어낸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증거는 새로운 발전된 이론에서 재

해석 되며 확립된 연구 프로그램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Lederman

et al., 2002). 모델은 잠정적인 본성이 있고 타겟의 관찰과 일치하지 않

을 때 변경된다(Smith & Finegold, 1995). 그리고 모델의 사용상의 문제

와 설명적인 타당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확인되면 변경될 수 있다(Justi

& Gilbert, 2003).

셋째,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은 설명과 이론을 고안할 때 과학자

의 창의성이 매우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다(Lederman et al., 200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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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맥락에서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만드는 창의성을 지원하는 방

법의 역할을 한다(Justi & Gilbert, 2003).

넷째, 과학 지식의 주관성은 과학자의 선지식, 경험 등에 의해 객관적

인 해석과 결론은 가능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Khishfe & Lederman, 2007). 주어진 모델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가능

한 몇 가지 모델 중 하나이다(Justi & Gilbert, 2003). Grosslight et al.

(1991)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모델은 타겟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 또는 타겟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며, 설명하거나 개념

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 모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Oh & Oh, 2011).

다섯째, 과학 지식의 사회 문화적 내재성은 인간의 산물로서의 과학은

커다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실행되며 다양한 요소 권력 구조, 정치, 경

제적 요소, 종교, 철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Lederman

et al., 2002). 모델을 만드는 활동은 소그룹 또는 학급에서 더 적절한 모

델임을 보여주기 위해 논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로부터 과학적인 주

장이 수용, 형성 그리고 사용되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차원이 영향을 준

다(Gilbert & Justi, 2016).

2. 과학의 본성 질문지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Abd-El-Khalick & Lederman (2000)이 제시한 VNOS-C(views of

nature of science)와 Khishfe and Lederman (2006, 2007)이 사용한 질

문지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VNOS-C 질문지는 Abd-El-Khalick (1998)이 제시한 VNOS-B 질문

지를 변형, 확장한 것으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과 보편적인 과학적인 방법의

존재에 대한 견해를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고 K-12 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과학의 본성 8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된다(Lederm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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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Khishfe and Lederman (2006, 2007)이 사용한 질문지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VNOS-C 질문지를 변

형하여 사용하였지만 3개의 문항은 각각 화학 분야, 생물 분야, 지구환경

과학 분야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 과학의 본성에 관하여 간접적인 방법으

로 질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질문지는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을 측정하도록 변형된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과학의 본성 5가지 요소(표 5)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국외

를 비롯한 국내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있기에 이를 번역, 수정하였다

(정윤숙, 김성원, 2015; Lederman, Khalick, & Schwartz, 2002; Khishfe

& Lederman, 2007). 이 수정된 질문지는 연구에 참여한 과학 교사 1인

과 과학교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와 피드백을 받았으며, 용인시 소재 중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독성을 평가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질

문지를 만들었다(부록 3). 질문지는 10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과학의 본성 요소는 [표 6]과 같다.

각 본성에 대하여 최소 2개 문항에서 질문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갖는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의미를 어느 한 단어나 문구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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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질문지의 문항과 과학의 본성

문항 과학의 본성

1
(a) 실증성

(b) 잠정성

2 주관성

3 창의성

4

(a) 실증성

(b) 창의성

(c) 잠정성

5

(a) 주관성, 사회‧문화적 내재성

(b) 주관성, 잠정성

(c) 사회‧문화적 내재성

3. 인터뷰

본 연구는 질문지의 유효성과 학생의 응답과 연구자의 해석과의 일치

함을 보장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하는 동안

에 학생들은 본인이 작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왜 그렇게 답하였는지에 관

해 설명하여 그들의 답변에 대해 더욱 정교화했다. 인터뷰 대상은 13명

으로 주로 사전과 사후 질문지의 응답에 변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Lederman et al. (2002)에 따르면 VNOS-C 질문지의 경우의 참

가자의 15∼20%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도 학생들의 답변 의미를 결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기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10∼30분 동안 실시하였고 오디오로 녹음을 하여 이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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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자료 분석 방법

1. 과학의 본성의 이해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2명의 학생의 답변에 대하여 양적 분석방법으로 일반

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후버만과 마일스 (1994)가 제시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체계화 그리고 객관화하였다(조용환, 1999 재인

용).

첫째 과학의 본성에 관한 질문지의 답변을 선택하고 압축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둘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자

료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조용환, 1999).

과학의 본성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Rola Khishfe (2012)와 Eastwood

et al. (2012)의 VNOS coding schema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과학의 본성의 각 측면에 대한 일차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일차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학생의 답변 자료들을 수렴시키며 검토하는 중추적 코

딩작업을 실시하였다. 같은 코딩 작업을 3회 반복하여 학생들의 답변 유

형을 정교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완

성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분류체계는 [표 7]과 같

다. 이를 토대로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들 대답의 빈도를 자료로 정리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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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학의 본성 이해 분류 체계

1. 실증성

과학은 증거를 사용하
며 사실이다.

과학은 증거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

과학은 증거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
추론 과정을 포함한
다.

2. 잠정성

과학은 새로운 지식과
변하지 않는 지식으로
구성된다.

과학은 변한다.
(이유를 제시 안 함.)

과학은 변한다.
(이유를 함께 제시함.)

3. 상상과 창의성

창의성은 과학에서 사
용되지 않는다.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일부 단계에서만 사용
된다.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된
다.

4. 주관성

과학은 객관적이다.
과학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
된다.

과학은 주관적이다.

5.사회 문화적 내재성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학은 과학자의 배경
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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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링 담화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기

반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 구성원들의 담화를 분석

하였다. 이때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추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이론 중

‘정보 구조’에 주목을 하였다. 체계기능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Halliday &

Martin, 1993; 고영욱, 2017 재인용),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언어의 문법적

조직을 통해 언어가 갖는 기능과 언어가 형성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Bloor & Bloor, 2004; 고영욱, 2017 재인용). 따라서 소그룹이라는 사회

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모델링 과정은 학생들의 언어를 통해 구성되기 때

문에 체계기능 언어학을 토대로 의미를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정보 구조를 분석할 때 각 문장의 Given 과

New를 표시하고, 담화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 언어학적 층위에서 분석

한다(Halliday & Mattiessen, 2004).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의 공유된 정보가 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정아 등, 2008). 이때 듣는

이와 말하는 이 사이에 공유된 정보를 ‘Given(G)' 이라고 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새롭게 말하려는 메시지를

‘New(N)’라고 한다(Halliday & Mattiessen, 2004). 담화에서 하나의 정보

New1(N1)이 제시된 다음에 이 정보를 Given1(G1)으로 받아 제2의 정보

New2(N2)를 제공하고, 앞서 제시된 정보를 Given2(G2)로 받아 제3의

정보 New3(N3)을 제공하는 형태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를 ‘정보의 발전(information develop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Given1(G1)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다음 후속 문장에서 같은

Given1(G1)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New1'(N1')을 제시하는 경우를 ‘정보

의 확장(information expansion)’이라고 하며(이정아 등, 2008), [그림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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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의 발전 그림 5. 정보의 확장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동안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담화 중 제

시되는 정보와 공유되고 확장되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델을 구성하는

동안에 과학적인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3. 분석 도구 및 방법의 타당도 제고 방법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과학의 본성에 관한 질문지 학생의 응답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사이의 일치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개인과 합의

모델 활동지 자료와 모델링 활동의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여 학생의 과

학의 본성 이해에 대하여 다각도로 관찰을 하는 접근을 하였다.

모델링 자료 분석과 도출 과정에서 동료 과학 교육 연구자(현직 교사

3인과 박사 2인)의 조언을 수용하였으며,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한 세

미나와 학회에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였다. 과학

의 본성 질문지와 인터뷰의 응답에서 파악하지 못한 의미와 본 연구자와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 연구자 2인과 과학 교

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고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담화 분

석은 담화 분석 전문가 1인과 동료 연구자 3인의 세미나를 통해 타당성

을 검증받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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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소그룹 모델링 수업의 전과 후에 시행한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 이해에 대해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1절에

는 과학의 본성 측면별로 학생들의 이해 변화의 빈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에 관한 사례를 추출하여 함께 기술하였다. 제2절에는 학생들의 모

델링 수행을 비교하였다.

제 1 절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변화

1. 과학 지식의 실증성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 질문지 1(a), 4(a) 문항의 응

답에 근거하였지만 다른 문항의 응답에서 과학 지식의 실증성과 연관이

있는 언급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위의 두 문항의 응답을 큰

기준으로 삼고 다른 문항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학

생들의 이해 관점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유형은

[표 8]과 같이 분류하였다. 학생 대부분은 과학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거

나 실험을 통한 결과와 같은 증거를 사용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해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은 현상에

근거하여 입증된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유형 Ⅰ과 둘째, 근거를 사용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는 등의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 과학지

식을 만들어 간다라는 유형 Ⅱ가 있다. 셋째, 과학지식은 현상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으로 형성된다고 인식하는 유

형 Ⅲ이 있다. 과학지식의 실증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생

들의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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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 대한 인식 유형과 응답 사례

유형　 응답 사례

Ⅰ
과학은 증거를 사

용하며 사실이다.

· 과학지식은 자연 현상을 근거하여 만든
것 같다. (SA2, 문항 1a)
· 화석과 공룡의 뼈 등으로 추측했겠지만
잘 모르겠다. (SB3, 문항 4a)

Ⅱ

과학은 증거와 과

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

· 먼저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관찰을 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호기심이 생겨 그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
이론, 법칙을 도출하게 됨으로써 과학자가
과학지식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SA3, 문
항 1a)
· 공룡 화석 등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분석
하고 대입한 결과 수천만 년 전 지구에 공
룡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SD2, 문항 4a)

Ⅲ

과학은 증거를 사

용하고 추론과정을

포함한다.

· 과학자들은 관찰 혹은 실험을 통해 보여
지는 현상들에 대해 그 이유를 추측함으로
써 과학 지식을 형성한다. (문항 1a)
· 화석을 분석하고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서
그 공룡이 살았을 당시의 그 장소의 환경
을 분석하여 서로 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
으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SA3, 문항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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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질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질문지
응답자 수(비율)

∆

Ⅰ 11 (50%) 4 (18%) -7 (32%)

Ⅱ 5 (23%) 8 (18%) 3 (5%)

Ⅲ 6 (27%) 10 (36%) 4 (9%)

사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1명으로 참여자

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면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명

(23%),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6명(27%) 이다.

SC1은 사전 질문지 문항 1(a), 3(a), 4(a)에서 과학은 증거를 사용하고

입증을 하여 과학 지식을 형성한다는 관점을 가졌었다.

(SC1, 사전 질문지 1(a) 문항) 일상이나 실험 도중 발견된 현상에

대해 이미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

하여 옳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과학지식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가설을 세울 때는 유사한 예가 있다면 이을 토대로 세우거나, 다양

하고 많은 변수들을 차례대로 입증해 나아가며 수많은 횟수로 증

명·실험을 반복하여 그 가설이 이론이 되는 것을 다른 학자들도

인정하고 수긍할 정도로 완벽해져야 이것이 사실, 이론, 법칙과 같

은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SC1, 사전 질문지 3(a) 문항) 탐구라는 것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

다는 것은 그들은 이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전제로 가설을 세우

고 이를 증명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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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 사전 질문지 4(a) 문항) 이와 같은 공룡의 뼈가 지구 여러 곳

에서 발견되며 확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C1에 따르면 과학지식은 과학 실험 도중 발견된 현상이나 공룡의 뼈

를 증거로 형성을 하는데 이 지식은 확증이 되거나 증명을 반복하여 완

벽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학생 SD1은 ‘과거에 공룡이 존재하였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였을까?’라

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SD1, 사전 질문지 4(b) 문항) 피부 같은 경우에는 화석의 표면의

무늬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눈의 모양은 뼈의 구멍의 모습 등

을 통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색깔은 자세하게 설명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SD1은 과학 지식은 화석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점을 가

지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 탐구나 추론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형성한다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였다.

사후 질문지. 유형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사전보다 32% 감

소하여 4명의 학생(18%)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는 학

생은 8명(18%)으로 사전보다 5% 증가하였고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

생은 10명(36%)으로 사전보다 9% 증가하였다. 사후 질문지의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 4명 중 3명이 A조에서 모델링을 한 학생들이고 사전·

사후 질문지에서 관점의 변화가 없었다. A조의 모델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 관점 변화가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에서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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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은 사전 질문지에서 여러 문항을 통하여 유형 Ⅰ의 견해를 가졌었

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후 질문지에서는 과학은 증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예측하고 추론한다는 유형 Ⅲ으로 변하였다.

(SC1, 사후 질문지 4(a) 문항) 우연히 현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크기의 공룡 뼈가 나타나고 이가 곧 지구 곳곳에서 다량으로 출토

되며 이들이 지구에 과거에 군림했던 종이라고 예측하여 생각했을

것 같다.

(SC1, 사후 질문지 4(b) 문항) 출토되는 공룡의 뼈를 맞춘 후에 이

에 걸맞게 표피를 씌우고, 살을 찌우고 색을 입혀서 대부분의 외형

은 현대의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 설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에 공룡이 출토된 지역의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었을 것 같다.

SC1은 사전 질문지에서 ‘확증’, ‘증명’, ‘입증’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반

복한 데 비하여 사후 질문지에서는 이런 단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

후 질문지에서도 여전히 과학지식은 공룡의 뼈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증거 이외의 다른 요소 예를 들

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사람들의 상상’ 이나 ‘예측’을 통한 추론을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D1은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Ⅰ의 관점이지만 사후 질문지에서는 유

형Ⅲ으로 관점이 변화하였다.

(SD1, 사후 질문지 4(b) 문항)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기후, 각 공룡

의 생활 패턴, 습성, 그 당시 환경의 모습 등을 알아가며 그에 어

울리는 피부, 색, 눈의 모양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피부는 화석이

되어있기도 하고, 눈의 모양은 뼈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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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는 ‘색깔은 자세하게 설명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지만,

사후에서 ‘기후, 환경을 알아가며 그에 어울리는 피부, 색, 눈의 모양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추론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형성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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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 질문지 1(b) 문항의 응답에

근거하였다. 4(c), 5(a) 그리고 5(b) 문항에서 ‘과학 지식은 변한다.’라는

잠정성에 관해 언급한 학생들이 있어 1(b) 응답과 함께 학생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유형은

[표 10]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대부분 학생은 ‘과학 지식은 변한다.’라

는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의 견해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유형 Ⅰ은 과학은 새로운 지식과 변하지 않는

지식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기존 지식인 명확한 사실은 그대로 변화

하지 않으며, 이 지식과 구분되는 새롭게 발견되는 지식이 있으며 증거

로 인해 지식이 부가된다는 관점이다. 유형 Ⅱ와 유형 Ⅲ은 모두 ‘과학

지식은 변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유형 Ⅱ는 과학 지식이 변하는 예와

그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유를 제시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여 그리고 과학과 사람의 불명확성, 불확실성 때문

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 Ⅲ은 과

학 지식이 변하는 예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잠

정성에 대한 이유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증거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증거에 의한 모순점이나 오류의 수정, 마지막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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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인식 유형과 응답 사례

유형　 응답 사례

Ⅰ
과학은 새로운 지식
과 변하지 않는 지식
으로 구성된다.

·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될 과학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있던 과학지식이
변화하진 않은 것 같다. (SA2, 문항 1b)
· 명확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SA5,
문항 2)

Ⅱ
과학은 변한다.

(이유를 제시 안 함)

· 인간이 단정 지은 과학적 지식은 우린
신이 아니기에 바뀔 수 있다. (SB2, 문항
1b)
· 사실 우주 만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쉴 새 없이 변화하고 다
양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탐
구하다 보면 기존의 과학지식과 전혀 다
른 사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SB4, 문항 1b)

Ⅲ
과학은 변한다.

(이유를 함께 제시함)

· 과거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그
이후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를 틀렸
다고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
나며 지구는 둥글다고 인정하게 된 것처
럼 우리가 현재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과학지식은 언제든지 미래에 바뀔 수 있
다고 생각한다. (SC1, 문항 1b)
· 그 과학 지식에 관찰을 하던 실험을 하
던 어떻게 해서든 과학적 모순이 생기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은 하얗
다라는 결과를 관찰 통해 과학 지식을
정립하였다고 하지만 100년 후 검은 학
이 발견되면 이 과학 지식은 바뀔 수밖
에 없다. (SE3, 문항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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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

Ⅰ 2 (9%) 1 (5%) -1 (4%)

Ⅱ 6 (27%) 2 (9%) -4 (18%)

Ⅲ 14 (64%) 19 (86%) 5 (22%)

사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명 (9%) 이고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6명 (27%), 유형 Ⅲ의 관점을 가

지고 있는 학생은 14명 (64%)이다. 참여자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

의 학생이 과학지식의 잠정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SA2와 SA5

두 명의 학생이다. SA2는 사전 질문지 1(b) 문항에서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될 과학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존 과학 지식은 변화하지 않

는다.’는 관점을 나타냈다. SA5는 사전 질문지 1(b) 문항에서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2(b) 문항에서는 ‘명확한 사실은 변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기에 과학지식이 변하는 지식과 변하지 않

는 지식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A2, 사전 질문지 1(b) 문항) 과학지식은 바뀔 수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학 지식을 기술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

즉, 옛날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 측정하고 고찰하여 이론을 만들어

내었고 미래에는 계속 기술혁신이나 신소재 개발 등에 과학적 이

론을 가져다 쓰는 일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될 과학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있는 과학지식이 변화

하진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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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 사전 질문지 1(b) 문항) 러셜의 찻주전자에 보면 알 수 있듯

이 토성의 위성으로 찻잔이 돌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듯이 우

리 과학 지식에 정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아니 지금도 바뀌고 있

다. … 특히 우주의 경우 우리와 몇 억 광년씩 떨어진 장소를 과학

지식으로써 정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일 뿐 지속적으로

바뀐다. 마찰력, 가속도든 우리가 매우 당연스럽게 증명하는 법칙

도 언제 어느 순가 뒤집힐지 모른다.

(SA5, 사전 질문지 2(b) 문항) … 명확한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E=mC2 같은 공식 등이 과연 변화할까? 과학지식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때의 일이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 SB5, SC4와

SE4는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하여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하

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SB5는 사전 질문지 1(b) 과학지식의 불명확성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SC4는 과학 지식이 추측으로 형성되었기에 과

학지식이 계속 변화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SB5, 사전 질문지 1(b) 문항) 과학은 항상 옳은 것만도 아니고 언

제나 항상 바뀔 수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 과학지식이 항상 똑

같은 답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SC4, 사전 질문지 1(b) 문항) 공룡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추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기에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상과학이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공룡의 모습 또한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E4, 사전 질문지 1(b) 문항) 당연히 과학 지식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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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명 (5%) 으로 사전보다

4% 감소하였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는 학생은 2명 (9%) 으로 사전보

다 18% 감소하였고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9명 (86%) 으로 사

전보다 22% 증가하였다. 사전 질문지를 통해 과학지식의 잠정성을 인식

하고 있는 학생이 20명이었기에 사후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왜 과학지식

이 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과학지식이 변하였던 실례를 드는

유형 Ⅲ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4(c) 문항에서 ‘과학이 변한다.’라는 잠정성에 대하여 언급한 학생은

1(b) 문항과 동일한 응답 유형을 보였다. 4(c) 문항의 경우 사전 질문지

에서는 1명만 잠정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면 사후 질문지에서는 8명 학

생이 언급하였다. 또한 5(b) 문항도 사전 질문지에서 2명 학생만이 잠정

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사후 질문지에서는 7명의 학생이 언급을 하

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후 질문지에서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관하여 더

많은 빈도로 언급한 것은 사전보다 더 확고한 견해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SA2는 사전 질문지에서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될 과학 지식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기존 과학 지식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나타내

었지만, 사후 설문지 1(b) 문항에서는 ‘기존 과학적 이론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SA2, 사후 질문지 1(b) 문항) 지금 지구의 온도가 이산화탄소에 의

해 올라간다. 그 말은 옛날에 없었던 과학적 현상이 새로 나타났다

는 이야기다. 그에 따라 과학자들이 측정하여 나타난 값이 옛날과

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존에 있던 과학적 이론이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SA5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과학지식이 변하는 지식과 변하지 않는 지

식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후 설문지 1(b)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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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지식은 반드시 변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돌턴의 원자설을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4(c) 문항에서도 실례를 제시하면서 과학지식의 잠

정성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SA5, 사후 질문지 1(b) 문항) 과학법칙은 인간이 세웠으며 자연의

수치를 인간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공룡 등 멸종된

생물들의 경우 추측과 몇 가지 단서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정착할

수 없고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

그림 6. SA5 사전 질문지 1(b) 문항의 답변

(SA5, 사후 질문지 4(c) 문항)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 티라노와 쌍

벽을 이루는 강자로 묘사된 스피노사우르스가 사족보행으로 생각

했다는 기사로 한순간에 최강자에 내려온 게 불과 2년 전 일이다.

이렇듯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뀌기 마련이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SB5, SC4, SD3 과

SE4 학생은 사후 질문지에서 유형 Ⅲ의 견해로 바뀌었다. 사전 질문지에

선 과학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후 질

문지에서 과학지식이 과학적 근거의 변화와 오류의 수정을 그 이유로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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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5, 사후 질문지 1(b) 문항) 과학지식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역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역

사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미래에 그 과학지식이 바뀔 수 있

다고 생각한다.

(SC4, 사후 질문지 4(b) 문항) 공룡의 모습은 추측과 느낌으로 만들

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 느낌과

추측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공룡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에 과학자들 또한 확신하지 않을 것 같다.

(SD3, 사후 질문지 1(b) 문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환경이 바

뀌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며 그에 맞는 새

로운 이론이 필요해짐에 따라 과학지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다.

(SD3, 사후 질문지 4(b) 문항) …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 최적

의 모델을 만든 것이지 자료가 더 있다면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

기 때문이다.

(SE4, 사전 질문지 1(b) 문항) 과거에는 천동설을 믿었지만 현재는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서

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

지식의 발달은 (오류의 수정) 과학 지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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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 질문지 3, 4(b) 문항

의 응답에 근거하였다. 추가로 4(a)와 4(c) 문항에서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관해 언급한 경우 학생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유형은 [표 12]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Ⅰ은 상상과 창

의성은 과학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관점이다. 유형 Ⅱ와 유형 Ⅲ은 모

두 ‘상상과 창의성은 과학에서 사용된다.’라는 관점이다. 다만 유형 Ⅱ는

상상과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일부 단계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관점이고

유형 Ⅲ은 상상과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된다는 관점

이다. 유형 Ⅱ와 유형 Ⅲ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응답

유형을 기반으로 탐구의 단계를 3개의 단계로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

다. [1단계] 는 의문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2단계] 는 탐

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단계로 계획하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3단계] 는 탐구 수행 후 결론을 내리는

단계로 추리하는 과정과 결론을 내리고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개

의 단계를 기준으로 상상과 창의성을 1개나 2개의 단계에서 사용한다는

학생의 이해를 유형 Ⅱ로 분류하였으며, 상상과 창의성을 3개의 단계에

서 사용한다는 학생의 이해를 유형 Ⅲ에 분류하였다.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생들

의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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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대한 인식 유형과 응답 사례

유형　 응답 사례

Ⅰ
창의성은 과학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면 과학이 과학
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 (SA4, 문항 3)

Ⅱ
창의성은 과학 탐
구의 일부 단계에
서만 사용된다.

· 계획에서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 창의성으로 만약
이러면 어떨까라고 새로게[새롭게] 떠오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한다. (SB1, 문항
3)
· 탐구 중 ‘관찰하기’에서 사용됩니다. (SE2,
문항 3)

Ⅲ
창의성은 과학 탐구
의 모든 단계에서 사
용된다.

· 계획, 실험, 추리 등에 과학자들이 창의성
과 상상력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의 온도
변화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할 때, 과학자
들은 지구의 현 상황과 미래에 일어날 일
에 대해 조사하고 상상하며 계획을 짤 것
이다. 실험을 하면서 실패할 때, 원인을 분
석하고 찾으며 창의력을 써야 한다고 생각
한다. 마지막으로 추리는 너무 당연하게 상
상력과 창의력을 쓰게 된다. (SD1, 문항 3)

표 13.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

Ⅰ 0 (0%) 1 (5%) -1 (5%)

Ⅱ 7 (32%) 4 (18%) -3 (14%)

Ⅲ 14 (64%) 17 (77%) 3 (13%)

사전 무응답 1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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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0명이고 유형 Ⅱ

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7명 (32%),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지고 있

는 학생은 13명(64%)이다. 그리고 사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명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의 21명은 과학자가 과학지식을 구성

하는데 인간의 상상과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 7명 중 SA1,

SE2, SE1, SE2와 SE4의 5명 학생은 탐구 중 한 개의 단계에서 상상과 창

의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SA3, SE1의 2명 학생은 2개의 단계에서

상상과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SE1은 추리 과정에서 상상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탐

구[3단계]에 해당한다.

(SE1, 사전 질문지 3 문항) 과학자 플레밍은 원래 계획했던 실험과

달리 그 실험은 우연히 다른 방법으로 되어 데이터 분석 후 추리

과정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탐구 활동에서는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된다.

SA3은 가설, 계획, 분석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하였

는데 이는 탐구 [1단계] 와 [2단계] 에 해당한다.

(SA3, 사전 질문지 3 문항) …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생

각을 가지고 다른 의문을 갖기에 그들의 창이성이 이용되고, 관찰

대상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창의성이 이

용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탐구 계획에도 당연히 창의성이 이

용된다고 생각한다. 가설에서 그들의 상상력이 이용된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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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은 계획, 추리 과정에서 상상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는 탐구 [2단계] 와 [3단계] 에 해당한다.

(SB1, 사전 질문지 3 문항) 먼저 계획의 단계에서는 그들의 상상력

으로 상상한 것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탐구할 것들을 계획하

거나 … . 추리부분에서 자신의 실험해서 나온 결과를 추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리한다고 생각

한다.

SA4는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설 설정하기, 계획하기, 탐

구 결과와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서 상상과 창의성이 영향을 미칠 거 같

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탐구 [1단계], [2단계] 와 [3단계] 에 해당한다.

(SA4, 사전 질문지 3 문항) 계획 부분부터 상상과 창의성이 드러난

다. 학교에서 하는 과학 탐구라도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상력

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 … 두 번째로 (확실하진 않지만) 결론을

낼 때, 이 탐구의 결과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생각

한다.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 탐구 결과를 통해서 실생활에 접목

시킬 상상력과 창의성이 들어갔던 것 같다.

사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명 (5%) 으로 사전보다

5% 증가하였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는 학생은 4명 (18%) 으로 사전

보다 14% 감소하였고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7명 (86%) 으로

사전보다 13% 증가하였다. 과학지식을 구성하는데 과학자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는 학생은 21명으로 사전의 응답과 차이가 없다. 다만

과학 탐구의 일부에서만 창의성이 사용된다는 유형 Ⅱ의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모든 단계에서 사용한다는 유형 Ⅲ의 학생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후 질문지에서 창의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형Ⅰ을 가진 학

생이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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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는 사전 검사에서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후 검사에

서는 과학자들이 상상과 창의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형 Ⅰ의 관점으

로 변화하였다.

(SA4, 사후 질문지 3 문항) 처음엔 과학자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but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면 과학

이 과학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과학자 자신의 생각을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데 넣어버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현재의 과학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

을 넣어 사람들에게 알리면 나중에 바꿀 때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 7명 중 4명의

학생 SA1, SA3, SE2, SE1은 유형 Ⅲ의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SA1, 사후 질문지 3 문항) 탐구를 추리할 때와 계획할 때도 사용

할 때도 생각한다. 탐구를 계획할 때 애초에 ‘이럴∼것이다’라고 무

의식중에 자신의 상상력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미 탐구 전 상상력

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탐구가 진행된다.

SA3은 사전 검사에서 가설, 계획, 분석 과정 탐구 [1단계] 와 [2단계]

에서 상상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추리 과정

탐구 [3단계] 에도 상상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응답을 하여 유형 Ⅲ으

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SA3, 사후 질문지 3 문항) 관찰하기에서 그들의 상상력이나 창의

성에 의해 관찰한 대해 의문을 느끼고, 계획하기에서도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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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를 진행할까라는 것으로 창의성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실험

도 계획의 일종으로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에서 창의

성, 상상력이 이용된다고 생각한다. 또, 데이터를 분석할 때나 추리

에도 분석하는 방법에서나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을 까라는

추리에도 각각 창의성, 상상력이 이용된다고 생각한다.

SE1은 사전 질문지에서 추리 과정 즉, 탐구 [3단계] 에서만 상상력과

창의성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사후 질문지에서는 가설, 분석, 추리 과정

즉, 탐구 [1단계], [2단계] 와 [3단계] 에서 상상과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인식이 변화하였다.

(SE1, 사후 질문지 3 문항) 현재의 기후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즉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인간의 문명 활동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직접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추리를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SE1, 사후 질문지 4(b) 문항)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기후와 자연

등의 데이터를 얻은 후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굴하여 얻은 공룡

의 화석의 골격도 분석하여 공룡이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할 것이

다.

그리고 사전과 사후에 유형 Ⅲ의 인식이 있는 학생들도 사후 질문지

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더욱 자세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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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A5 사후 질문지 3 문항의 답변

4.1. 과학 지식의 주관성

본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주관성에 대한 견해는 질문지 문항 2의 응

답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식을 [표 14]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유형 Ⅰ은 ‘과학은 객관적인 증명된 사실이다.’는 관점이다. 유형 Ⅱ

는 과학지식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예

를 들어 ‘과학은 형성될 때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관

점과 ‘과거에 과학은 지역 차로 주관적이었지만 현재는 보편적이다.’는

관점 그리고 ‘과학은 직접 관찰과 증명이 된 보편적인 지식과 추측, 설,

처음 지식처럼 주관적인 것이 있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Ⅲ은

‘과학은 주관적이다.’는 관점으로 과학 지식은 교육, 가치관(생각, 인생관,

주장), 사회, 문화, 정치, 종교나 경험,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과학 지식의 주관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이해

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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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과학 지식의 주관성에 대한 인식 유형과 응답 사례

유형　 응답 사례

Ⅰ 과학은 객관적이다.

· 과학 지식은 일반적인 것이다. … 이것은
만물 공통의 법칙이다. (SA1, 문항 2)
· 과학적인 사실은 어느 국가에서도 어느
문화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과학 지식을 과
학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
들이 속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 지
식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SB1, 문항 2)

Ⅱ
과학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으로 구성된다.

· 과학자들이 속한 배경이 과학 지식 형성
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고 최소한 그런
과학 지식이 인정받고 통용되기 위해선 국
가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의 이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은 항상 보편적
이라고 생각한다. (SE4, 문항 2)
· 과학지식이 과학자가 속한 배경에 의해
생겨날 수 있지만 진실 된 과학지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관성이 배제된 체 보편적
인 입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SE5, 문항 2)

Ⅲ 과학은 주관적이다.

· 내 생각엔 과학은 주관적이다. … 그 이
유는 과학자들마다 생각하는 이론이 다 다
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과학이
다 다를 수 있다. (SA2, 문항 2)
· 그들이 속한 사회적 교육, 가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에 과학
적 지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SA3, 문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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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과학 지식의 주관성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

Ⅰ 9 (41%) 3 (14%) -6 (27%)

Ⅱ 3 (14%) 10 (45%) 7 (31%)

Ⅲ 9 (41%) 9 (41%) 0 (0%)

사전 기타 1명(4%)

사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9명 (41%) 이고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3명 (14%), 유형 Ⅲ의 관점을 가

지고 있는 학생은 9명 (41%) 이다. 그리고 3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명이다.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문항 2의 (b) ‘여러분이 “보편적”이라

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답을 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에 답

변을 하였다. 과학은 입증이 되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관점을 가진 학생

들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SA5, 사전 질문지 2 문항) 물론 결과 등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다

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증거가 없을 때 그들의

추측이 객관성이 첨이[첨가]되는 것이지 명확한 사실이 변하지 않

는다. E=mC2 같은 공식 등이 과연 변할까? 과학지식의 영향을 미

치는 경우는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을 때의 일이다. 그럴 경우 자

신들의 추측으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지 정확한 사실 등이 주관

적 해석이 들어가는 것은 왜곡이라 할 만하다.

(SA3, 사전 질문지 2 문항) … 그리고 마침내 속한 배경이 단 한명

도 겹치지 않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그것이 입증되어야 진정한

과학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학은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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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 사전 질문지 2 문항) 과학 지식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확인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과학이 주관적이라

면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의 결론을 다 달랐을 것이고, 이는 과학

지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SD2, 사전 질문지 2 문항) 과학은 보편적이다. 과학자들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이 과학지식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문화적, 종교

적 배경이 다른 과학자들 일지라도 어떠한 현상이나 결과를 분석

하는 값은 일정하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문항 2의 (a) ‘여러분이 “주관적”이라

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답을 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또는

문항 2의 (b) 에 답변을 하였으나 과학지식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특징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학생이다.

(SC1, 사전 질문지 2 문항) 과학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론이라는 어떠한 사실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이지만 이런 과학 지식

이 형성되는 것에는 많은 배경들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문항 2의 (a) 에 답변을 한 학생들이다.

(SC2, 사전 질문지 2 문항) 과학은 과학자들의 추측을 증명하는 과

정이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추측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은 가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측’은 과

학자가 속한 사회, 정치, 철학, 문화, 종교적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과학은 완벽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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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3명 (14%) 으로 사전보

다 27% 감소하였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는 학생은 10명 (45%) 으로

사전보다 31% 증가하였고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9명 (41%)으

로 사전과 동일한 비율이다.

사전에 유형 Ⅰ의 견해를 가진 학생 9명 중에 사후에서 변화가 없는

학생은 3명, 유형 Ⅱ로 변화된 학생은 5명이고 유형 Ⅲ으로 변화된 학생

은 1명이다.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 중에 유형 Ⅱ로 변화한 학생들

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SA5, 사후 질문지 2 문항) (a) 추측된 근거라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추측된 근거란 ‘맘모스’, ‘공룡’ 등 고대 생물에 관한

정보나 우주의 기원 등이다. 이러한 과거적 사건은 우리의 추측이

1%라도 가미 되야 하기에 이 해석은 과학자의 가치관과 배경에

따라 분분해진다. (b) 완성된 근거라면 이곳에 해당된다. 여기에 예

시는 가속도, 공식 등 뉴턴 3법칙,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등 대다

수 물리학 공식 등이 주를 이른다. 이러한 공식은 이미 증명이 됬

[됐]으며 사실상 공용되고 이러한 공식으로 수없는 발전을 이루었

다. 이러한 공식들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주관이

라는 틀에 가둘 수 없다 판단한다.

(SA3, 사후 질문지 2 문항) 처음에 몇몇의 과학자 그룹이 조사, 실

험의 과정을 거친 과학 현상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일 뿐이지 과학현상을 증명해내기 위해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가진 과학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지만

그 과학 현상이 증명되어 진정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

편적이라고 생각한다.

SD1은 사후 질문지에서 유형 Ⅰ의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사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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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과학 지식의 주관성’의 견해도 함께 가지고 있어 유형 Ⅱ에 해

당한다고 코딩하였다.

(SD1, 사후 질문지 2 문항) 과학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과학·과학적 지식은 한 종교의 집단, 한 사회

구성원, 또는 한 철학적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

구를 통해 여러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하에 만들

어지는 것이다.

(SD1, 사후 인터뷰)

Q. 같은 자료로 다양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각자 해석 한 게 다르지 않을까 한다. 배운 양도 다르고. 아니

면 노출되었던 환경이나 조금씩은 다르기에.

SD2는 사전에 유형 Ⅰ의 관점을 가졌지만, 사후에서 유형 Ⅲ의 관점

으로 변화하였다.

(SD2, 사후 질문지 2 문항) 과학자들이 속한 배경은 과학지식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과학지식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과

정 중 하나가 의문점을 파악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인데 이러한 과

정에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 개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토의를 할 때도 각자가 어

떤 과학지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달랐다.

따라서 과학은 과학자들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한다.

사전에 유형 Ⅱ의 견해를 가진 학생 3명 중에 관점의 변화가 없는 학

생은 2명이고, 1명의 학생(SC1)이 유형 Ⅲ으로 관점이 변화하였다.

(SC1, 사후 질문지 2 문항) 과학은 주관적이다. 과학자가 속한 사회

적·정치적·철학적·문화적·종교적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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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후 조사에서 ‘과학이 객관적이다.’라는 관점을 가진 유형Ⅰ의

학생의 수가 감소하였지만, 유형 Ⅱ로의 변화는 ‘과학이 객관적이다.’라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일부 ‘주관적’인 관점이 더해진 경우로 ‘과

학의 주관성’의 관점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2. 과학 지식의 주관성 이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왜 과학 지식이 주관적인가에 대하여 알아보

았다. 과학 지식이 주관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질문지 5(a)의 응답에 근

거하여 [표 16]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변

화를 알아보았다. 유형 A는 ‘과학적인 방법의 차이나 근거와 증거가 바

뀌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이고 유형 B는 ‘과학은 상상과 창의성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이다. 유형 C는 ‘과학은 과학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라는 관점이고 유형 D는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 환경, 경

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이다. 유형 C와 D는 ‘과학이 과학자가 속

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5번째 과학의 본성인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과

연관이 된다. 단, 학생 응답의 빈도를 복수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의 수가 참여한 학생의 수보다 많다.

표 16. 과학 지식의 주관성 이유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

A
방법, 근거, 증거

4 (14%) 2 (7%) -2 (7%)

B
상상, 창의

5 (17%) 2 (7%) -3 (10%)

C
생각, 가치관

12 (41%) 15 (56%) 3 (15%)

D
환경, 배경, 경험

6 (21%) 7 (26%) 1 (5%)

사전 무응답 2명(7%), 사후 무응답 1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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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문지. 유형 A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명 (14%), 유형

B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명 (17%) 이다. 유형 C의 관점을 가지

고 있는 학생은 12명 (41%) 이고, 유형 D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6명 (21%) 이다. 그리고 사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2명이다.

사전 질문지 2번 문항에서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SB3과 SB5는 질문

지 5(a)에 대하여 유형 A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SB3, 사전 질문지 5(a) 문항) 두 그룹의 과학자들은 각각의 다른

관찰 방법과 접근법을 통해 다른 추리를 하였기에 서로 다른 결론

에 같은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도달 했다고 생각한다.

(SB5, 사전 질문지 5(a) 문항) 우리도 물론, 그 과학자들은 그 시대

에 살아있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보거나 또는 겪어보지 못한 것으

로 두 그룹의 결론이(가능성)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 질문지. 유형 A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2명 (7%) 으로 사전보다

7% 감소하였다. 유형 B의 관점을 가지는 학생은 2명 (7%)으로 사전보

다 10% 감소하였다. 유형 C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5명 (56%)으로 사

전보다 15% 증가하였다 유형 D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7명 (26%)로 사

전보다 5%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

명이다. 유형 A와 B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감소하였고 유형 C와 D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증가하였다.

SB3와 SB5는 질문지 2번 문항의 경우 유형 Ⅰ에서 사후에 유형 Ⅱ로

변화하였고, 5(a) 문항의 경우 유형 A에서 유형 C로 변화하였다.

(SB3, 사후 질문지 5(a) 문항)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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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3, 사후 질문지 5(c) 문항)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경험들

을 통해 각각의 다른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SB5 사후 질문지 5(a) 문항) 동일한 자료를 보기는 하지만 과학자

들이 생각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을뿐더러, 그 증거가 정확하게 그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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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

본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에 대한 견해는 질문지

5(c) 문항의 응답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식을 [표 17]과 같이 3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Ⅰ은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다. 유형 Ⅱ는 ‘과학은 과학자의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다. 마지막 유형 Ⅲ은 ‘과학

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이다.

표 17.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에 대한 인식 유형과 응답 사례

유형　 응답 사례

Ⅰ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 과학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SB1, 문항 5(c))
· 과학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사회적 배경이 아닌 물리적 환경에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배경은 물
질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요소가 대부분인 과학에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SC3, 문
항 5(c))

Ⅱ

과학은 과학자의
배경의 영향을 받
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과학적 지식은 보편적인 사실이어야 하는
데 의견이 갈라졌다는 것은 주관적 지식의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D1,
문항 5(c))

Ⅲ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의 영향
을 받는다.

·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데 과학자들의 배경
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SC4, 문항
5(c))
·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개인의 생각과 사고
의 형성이, 과학 지식에 있어서의 주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SD4, 문항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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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

생들의 이해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는 [표 18]과 같다.

표 18. 과학 지식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에 대한 사전·사후 이해 변화

응답자수
유형　

사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사후 설문지
응답자 수(비율)

∆

Ⅰ 6 (31%) 1 (4.5%) -5 (26.5%)

Ⅱ 1 (41%) 4 (18%) 3 (23%)

Ⅲ 13 (52%) 16 (78%) 3 (26%)

사전 무응답 2명(13%), 사후 무응답 1명(4.5%)

사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6명 (31%) 이고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명 (41%), 유형 Ⅲ의 관점을 가

지고 있는 학생은 13명 (52%) 이다. 그리고 사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

은 학생은 2명이다.

유형 Ⅰ은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

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SB3, 사전 질문지 5(c) 문항) 실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이 실

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수많은 실험과 추리로 입증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데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SB5, 사전 질문지 5(c) 문항) 과학자들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추

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속한 배경을 관련한 것이 아닌 과거를 추리

하여 결론 내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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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4, 사전 질문지 5(c) 문항) 과학자들은 오로지 전 인류가 인정하

고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결론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 질문지.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명 (4.5%) 으로 사전보

다 26.5% 감소하였다. 유형 Ⅱ의 관점을 가지는 학생은 3명 (18%) 으로

사전보다 23% 증가하였고 유형 Ⅲ의 관점을 가진 학생은 16명 (78%)

으로 사전보다 26%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명이다.

사전 질문지에서 유형 Ⅰ의 관점을 가진 학생 중 1명은 관점의 변화

가 없었고, 2명의 학생은 유형 Ⅱ의 관점으로 3명의 학생은 유형 Ⅲ의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SE4는 유형 Ⅰ에서 유형 Ⅱ의 관점으로 변화하였

다. 다만 결론 도출 시 과학자의 배경이 영향을 받는다고 관점이 바뀌었

지만, 여전히 과학적 결론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관점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SE4, 사후 질문지 5(c) 문항)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는 어느

정도 배경이 지식 형성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종적

으로 도출한 결론은 이런 배경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

을 내릴 것이다.

유형 Ⅲ의 관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 SB3과 SB5는 사전 검

사에서 유형 Ⅰ의 관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 유형 Ⅲ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SE5는 사전에도 유형 Ⅲ의 관점이었으나 사후에는 유형 Ⅲ에 대

한 예시를 들어서 자신의 관점을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SB3, 사후 질문지 5(c) 문항)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경험들

을 통해 각각의 다른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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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5, 사후 질문지 5(c) 문항) 그들이 속한 배경도 과학적 증거 또

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과학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 내가 과학자라면

나도 현재 사회, 문화, 정치의 배경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SE5, 사후 인터뷰)

Q: 5(c)사회적 배경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

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세요.

A: 종교적 배경을 따져보면 종교가 과학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

태어난 과학자들 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반면.

종교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 사회 문화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입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합쳐졌지만 예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과학

적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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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의 본성 관점 변화와 모델링 수행

제4장 제1절에서는 과학적 모델을 형성하는 수업 전과 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과

학적 모델과 연관이 있는 5가지 과학의 본성 측면을 각각 유형Ⅰ, Ⅱ와

Ⅲ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비교하였다. [표 19]는 참여자 22명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유형을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전

과 사후의 변화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각 셀에 음영을 주어 나타내었으며,

그 중 Ⅰ→Ⅱ 또는 Ⅱ→Ⅲ으로 변화한 학생의 경우 음영( )만을, Ⅲ→Ⅱ

또는 Ⅱ→Ⅰ으로 변화한 학생의 경우는 음영과 함께 사선 모양( )을 넣

어서 표시하였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강석진, 노태희

(2014)에 따르면 과학 지식에 대한 현대 인식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개념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자에 의해 만

들어진 구성물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 개념은 이와 관련된 과학적 이

론의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론 의존적이다. 둘째 과학 지식

은 인간 사고를 통해 만들어낸 일종의 구성물로서 인간의 상상력과 추론

의 결과이다. 셋째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더 유용한

설명체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잠정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의 자연 현상에 대해 절대적인 진리, 단 하나의 이론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이론이나 설명이 가능하다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입장

에서 과학 지식을 바라본다(홍성욱, 2004; 강석진, 노태희, 2014 재인용).

이와 같은 과학 지식에 대한 입장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유형

Ⅰ은 전통적인 관점이고 유형 Ⅲ은 현대적인 관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형 Ⅱ는 과도기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사전․사후의 유형이 Ⅰ→Ⅱ 또는 Ⅱ→Ⅲ으로의 변화함은

현대적인 관점으로 학생의 이해가 발달한 것이고, Ⅲ→Ⅱ 또는 Ⅱ→Ⅰ으

로의 변화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학생의 이해가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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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생별 사전·사후 NOS 이해에 대한 유형 변화
　NOS

참여학생 실증성 잠정성 상상과
창의성 주관성 사회‧문화적

내재성

SA1
전 Ⅰ Ⅲ Ⅱ Ⅰ 무응답
후 Ⅰ Ⅲ Ⅲ Ⅰ Ⅲ

SA2
전 Ⅰ Ⅰ 무응답 Ⅲ 무응답
후 Ⅰ Ⅲ Ⅲ Ⅲ Ⅲ

SA3
전 Ⅱ Ⅲ Ⅱ Ⅲ Ⅲ
후 Ⅱ Ⅲ Ⅲ Ⅲ Ⅲ

SA4
전 Ⅰ Ⅲ Ⅲ Ⅲ Ⅲ
후 Ⅱ Ⅰ Ⅰ Ⅱ Ⅱ

SA5
전 Ⅰ Ⅰ Ⅲ Ⅰ Ⅲ
후 Ⅰ Ⅲ Ⅲ Ⅱ Ⅲ

SB1
전 Ⅱ Ⅲ Ⅱ Ⅰ Ⅰ
후 Ⅱ Ⅲ Ⅱ Ⅰ Ⅱ

SB2
전 Ⅰ Ⅱ Ⅱ 기타 Ⅲ
후 Ⅲ Ⅱ Ⅲ Ⅱ Ⅲ

SB3
전 Ⅰ Ⅲ Ⅲ Ⅰ Ⅰ
후 Ⅲ Ⅲ Ⅲ Ⅱ Ⅲ

SB5
전 Ⅱ Ⅱ Ⅲ Ⅰ Ⅰ
후 Ⅲ Ⅲ Ⅲ Ⅱ Ⅲ

SC1
전 Ⅰ Ⅲ Ⅲ Ⅱ Ⅲ
후 Ⅲ Ⅲ Ⅲ Ⅲ Ⅲ

SC2
전 Ⅲ Ⅲ Ⅲ Ⅲ Ⅲ
후 Ⅲ Ⅲ Ⅲ Ⅲ Ⅱ

SC3
전 Ⅰ Ⅲ Ⅲ Ⅰ Ⅰ
후 Ⅱ Ⅲ Ⅱ Ⅰ Ⅰ

SC4
전 Ⅲ Ⅱ Ⅲ Ⅲ Ⅲ
후 Ⅲ Ⅲ Ⅲ Ⅲ Ⅲ

SD1
전 Ⅰ Ⅱ Ⅱ Ⅰ Ⅱ
후 Ⅱ Ⅲ Ⅲ Ⅱ Ⅲ

SD2
전 Ⅰ Ⅲ Ⅲ Ⅰ Ⅲ
후 Ⅱ Ⅲ Ⅲ Ⅲ Ⅲ

SD3
전 Ⅱ Ⅱ Ⅲ Ⅰ Ⅲ
후 Ⅱ Ⅲ Ⅲ Ⅱ Ⅲ

SD4
전 Ⅲ Ⅲ Ⅲ Ⅲ Ⅲ
후 Ⅲ Ⅲ Ⅲ Ⅲ 무응답

SE1
전 Ⅲ Ⅲ Ⅱ Ⅲ Ⅰ
후 Ⅲ Ⅲ Ⅲ Ⅲ Ⅲ

SE2
전 Ⅲ Ⅲ Ⅱ Ⅲ Ⅲ
후 Ⅲ Ⅱ Ⅱ Ⅱ Ⅲ

SE3
전 Ⅱ Ⅲ Ⅲ Ⅲ Ⅲ
후 Ⅰ Ⅲ Ⅲ Ⅲ Ⅲ

SE4
전 Ⅰ Ⅱ Ⅱ Ⅱ Ⅰ
후 Ⅱ Ⅲ Ⅱ Ⅱ Ⅱ

SE5
전 Ⅲ Ⅲ Ⅲ Ⅱ Ⅲ
후 Ⅲ Ⅲ Ⅲ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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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의 본성별 관점 변화

과학의 본성 이해 변화에 대하여 현대적인 관점과 전통적 관점을 기

준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표 20]과 같이 과학의 본성 측면별로 NOS

유형 변화의 빈도를 코딩하였다. 5개의 과학의 본성 측면 모두 전통적

관점으로 변화한 경우는 각 2개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현대적인 관점으

로의 변화는 실증성이 가장 높은 변화의 빈도를 나타내었고 잠정성, 주

관성, 사회․문화적 내재성 그리고 상상과 창의성의 순으로 변화의 빈도

가 낮게 나타났다.

표 20. NOS 측면별 NOS 유형 변화

NOS 유형 변화

NOS

Ⅰ→Ⅱ 또는 Ⅱ→Ⅲ Ⅲ→Ⅱ 또는 Ⅱ→Ⅰ

현대적 관점 전통적 관점

실증성 9 2

잠정성 7 2

상상과 창의성 5 2

주관성 7 2

사회․문화적 내재성 6 2

과학 지식의 실증성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유형 Ⅰ인 학생이 50%이

고 변화 ∆가 32%로 감소하여 과학의 본성 요소 중 가장 현대적인 관점

으로 변화가 높다고 할 수 있다(표 9). van Driel and Verloop (1999)에

따르면 과학적 모델은 타겟과 관련이 되는 실증적인 자료(data)를 가지

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기후변화의

원인(타겟)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data)를 기반으로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합의 모델을 형성하였다.

윤병일 (2017)에 따르면 정신 모델(mental model)은 추론하는 동안 마

음속에서 생성이 되며 말하기와 같은 대화를 통한 외부적 표상으로 표현

이 된다. 따라서 토론 과정을 살펴보면 내부적 표상과 외부적 표상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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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interanl and external representational coupling)인 추론 과정을 알

수 있으므로 각 조의 토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1]은 D조의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토론 과정에 대한 전사본의

일부이다. 말차례 1에서 SD2가 새로운 정보인 ‘화산분출(N4)’을 이전에

제시된 정보인 ‘이산화탄소 배출(G1)’과 연결하여 조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말차례 2∼3에서 SD3은 G1을 공유하고 SD1은 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 N4'로 연결하여 N4에서 N4'로 화산분출에 대한 정보의 확장이 일

어나고 있다. 말차례 4∼10에서 SD1과 SD3의 상호작용으로 공유된 정보

G1, G4를 통하여 N4''→ N4'''→N4''''' 로 정보가 확장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SD3이 의문점을 갖게 되고 말차례 11∼20에서 공유된 정보를 바

탕으로 SD4가 N4''''' 로 정보를 확장하게 시켰다. 또한, 이를 토대로 SD3

과 SD4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정보인 ‘기온편차(N5)’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정보 N4에서 새로운 정보 N5로 이어지는 정보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 N5→N5'→N5''→N5'''로 정보의 확

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동안에 주어진 자료(data)인 ‘화산

분출(N4)’을 토대로 ‘화산분출물로 인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N5''')’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기온을 높인다(N4'''')’는 과학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 인식론적 사고를 구축하는 모델링 활동은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에 대해 더 잘 추론하고 그들의 개념적 지식을 더 잘 통합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chwarz & Whit, 2005). 따라서 모델링 활동

하는 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 대한 이해가 현대적인 관

점으로 발달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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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D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말
차
례

학
생

정보구조
정보
흐름

1 SD2 화산분출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N4, G1 　

2 SD3
어 시오투. 그러게. G1 　 확장
화산불출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G4, G1 　
근데 화산분출하면. G1 　

3 SD1
근데 화산분출하면 왜 태양복사에너지투과율이
낮아져요?

G1, N4' 　

4 SD3
왜냐면 화산재가 있어서. N4'' 　 확장
화산재가 태양이 적게 들어오지. G4'', G4' 　

5 SD1 근데 화산이 분출하면 시오투가 늘어잖아요. G4, G1 　 확장
6 SD3 그럼 화산분출이 기온을 높이는 걸까 낮추는 걸까? G4, N4''' 　
7 SD1 높이는 거지 N4'''' 　 확장
8 SD2 왜? 　

9 SD1
근데 태양열을 안 들어오는데 온실가스는
많아지잖아.

G4', G1

10 SD3
태양열이 근데 안 들어오겠다. G4'
근데 투과율. 투과가 잘 안되잖아. N4''''' 　 확장

11 SD4
그치 어차피 나가는 것도 적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적게 들어오니까.

N4'''''' 　

12 SD3 올라가나? G4''''

13 SD4
그렇지 않을까.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증가하니까 G1

14 SD3
음. 기온편차가 낮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기온편차가

N5 　 발전

15 SD4
그건 모르지 않아.
아 근데 기온편차가 그거잖아. 현재기온 빼기
평균기온

G5, N5' 　 확장

16 SD3 맞아.

17 SD4
현재 기온이 더 높은 거니까 편차가 낮을수록 현재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낮은 거잖아.

G5, N5'' 　 확장

18 SD3 응. 그럼 기온이 낮은 거야? G5'' 　
19 SD4 그치 G5'' 　 확장
20 SD3 응. 화산이 기온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G4, N5''' 　

21 SD1
시오투가 증가하죠. G1 　

일시적으로 낮아지는데 점점 높아지는 G5''', G4''' 　

이텔릭체 : N(새로운 정보), N'(새로운 정보로부터 확장된 정보)

밑줄 : G(이전에 제시된 공유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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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A조의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토론 중 ‘화산분출’에 대한 추

론 과정에서 사용한 새로운 정보를 학생별로 구분한 것이다. A조의 합

의 모델 형성 과정의 특징을 학생들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았을 때

SA1이 주도적으로 담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때 SA1은 다른 학생이

제시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상호작용 없이 주도적으로 정보의 확장

을 끌어내고 있다.

표 22. A조 합의 모델 형성 중 사용한 새로운 정보

학생 새로운 정보(NEW)

SA1

N1, N1', N1'', N1''', N2, N3, N3', N3'', N3''', N3'''', N3'''''',

N3'''''', N3''''''', N3'''''''', N4', N4'', N4''', N4'''', N5, N6,

N7', N8, N8', N9, N13' N13''
SA2 N4''''''''''''
SA3 N4'''''
SA4 N2'', N4'''''', N4''''''', N4'''''''', N4'''''''''', N11''''
SA5 N4, N4''''''''', N7, N10, N11, N11', N11''', N11'''', N13

SA1은 ‘먼지증가(N1)는 인간이 만들며(N1') 현재는(N2) 이산화탄소의

문제(N3)이고 화산폭발의 속도를 줄이자(N3'''''''')’라고 N1→N2→N3→

N3'''''''' 의 정보의 발전과 확장을 이끌었다. SA5가 ‘화산폭발(N4)’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SA2, SA3, SA4, SA5는 ‘화산폭발은 막을 수 없

고(N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산화탄소의 감소(N3''''')’라고 추론

하였지만, SA1은 SA2, SA3, SA4, SA5가 제시한 정보에 대하여 공유를 하

지 않은 채 담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요

소로 담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SA1은 새로운 정보 ‘북한 핵실험 중단,’

‘눈을 만든다’, ‘범죄자는 북극으로 보내버려’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

정보와 공유를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정보의 발전에 해당하며 근거가

없는 과학적이지 않은 추론이다. 따라서 A조는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잘못된 추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5명 중 4명의 학생은 과학 지식의 실증성의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1명의 학생만 유형 Ⅰ→ Ⅱ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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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지식의 주관성은 두 번째로 현대적 관점으로 높은 변화의 빈도

가 나타난 요소이다. 사전 검사에서 유형 Ⅰ인 학생이 41%이고 사후의

변화 ∆가 27%로 감소하여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가 높다(표 15).

Grosslight et al. (1991)에 따르면 타겟의 서로 다른 면이나 타겟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을 하므로 같은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타겟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

하여 세 가지의 면(지구 내적인 원인, 지구 외적인 원인, 인간에 의한 원

인)에 초점을 두고 서로 다른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만들

었다(표 27-1, 27-2). 각 조에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사용한 자료는 [표

23] 과 같다.

표 23. 조별 합의 모델 형성 시 사용한 자료

기후 변화의 원인 사용 자료

A조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화산 폭발

지구의 운동

B조 지구 외적 요인인간 활동
지구의 운동

온실 기체 증가
C조 인간 활동 온실 기체 증가

D조
지구 내적 요인

인간 활동

화산 폭발, 엘니뇨, 빙하

온실 기체 증가

E조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인간 활동

화산 폭발

지구의 운동

온실 기체 증가

참여자는 조원들의 다양한 개인 모델을 두고 토론 후 조별 합의 모델

을 만들었으며, 합의 모델을 반 전체에 공유하는 기회를 통하여 합의 모

델의 다양함을 경험하였다(표 27-1, 27-2). SA2, SD1과 SD2의 사후 인터

뷰에서 다양한 생각 또한 과학이라 할 수 있으며, 모델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델링 활

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 지식의 주관성 이해가 현대적 관점으로 발달

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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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 사후 인터뷰)

Q :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 같은가?

SA2 : 동일한 자료를 봐도 과학자들마다 캐치하는 부분도 다르고,

사는 환경에 따라. 화산폭발이 많은 곳에 사는 과학자는 그것을 중

심으로 아이디어를 떠 올릴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환경

에 따라 아이디어가 일어날 수 있는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게 가능

하다고 봐요.

Q : 다른 자료로 설명체계를 만든 것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

SA2 : 당연히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대중적으로 수용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Q : 그룹마다 의견이 다를 때, 한 그룹의 의견은 옳다고 볼 수 있

나?

SA2 : 옳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옳다고 볼 수 있다.

(SD1,사후 인터뷰)

SD1 : 혼자 하면 나만의 틀의 생각에 갇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과학자들과 같이 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증거를 넓혀갈 수 있다.

… 다른 조들의 학생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표해서 놀란것도 있었다.

(SD2,사후 인터뷰)

Q : 같은 자료로 다양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SD2 : 각 자가 주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식화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에 과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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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는 ‘산업화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며, 이

는 이상기후와 해빙에 영향을 준다.’고 합의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다른 조의 합의 모델과 달리 단편적인 원인을 고려한 결과이다. C조의

합의 모델 토론 과정의 전사본을 통하여 C조는 타겟의 한 부분만을 고

려하여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4]의 토론 과정

중에서 3명의 조원 SC1, SC2, SC4는 ‘배운 내용’이라는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교사가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 보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C

조의 학생들은 인간의 활동에 관한 자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타

겟의 일부분만을 고려하여 합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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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C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SC4
왜냐하면, 용해도 이게 지구 온난화 보충이잖아. 시오투 그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되냐 해빙 녹고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여기서 찾은 거지 새로
운 발상을 떠오른 건 아니야.

SC2 새로운 게 없어.

SC4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온 거지

SC2 새로운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 사실

SC2 새로운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 사실

SC2 아 근데 교과서에 나온 거랑 다른 생각이 없어요

SC1 흐흐흐. 벌써 다 배워버린 거라서

SC2 배운 얘기에요

SC1
아니 아니 원래 이게 둘이 같이 나눠지는데 이번에 기후 변화만 오늘 좀
하다 보니. 근데 왜 지구 온난화만 얘기했을까. 야냐 근데 지구 온난화와
관련 지구 기후 기후 기후 기후가 뭐가 있을까? 지구의 온난화 기후

SC2 그래서 기존의 수업이 맞다.

SC1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지 기존의 수업과 다른 얘기를 했어야 되
는데 우리는 결국 기후 온난화로 돌아왔네

SC4 어쩔 수 없어. 이 내용이 자료가 주어진 게

SC2
자료를 주면서 이런 결과를 나오겠지 하면서 준 게 보여. 너무 연관성을
줘 놨어.

SC2 왜냐하면 저희가 배운 게 배운 거에서 나왔어요.

SC4
그니까 이게 다 연관이 그니까 계속 반복 이게 해빙이 이것도 원인도 되
고 결과도 되고 반복하니까 결론적으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T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SC2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요.

T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는데요.

SC2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 끝. 뭐지 아직 (안들림)지 않았는데 태양 최근 거
는 여기서 얘기한 지구 온난화 연관 짓는 의견은 벗어난 의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SC2, SC4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타겟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

를 알 수 있었다. SC2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SC4는 평소의 관심

으로 알게 된 정보로부터 가치관 형성 시 영향을 받았다. 두 학생은 본

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

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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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사후 인터뷰)

Q : ‘새로운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 배운 내용이야. 회의감 들어.

기정사실이야’라는 말을 하였다. 배운 내용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

는가?

SC2 : 그날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고 온 날이었어요. 지구 온난화

그래프는 일단 중학교 때도 보여줬던 그래프고, 물론 저희가 모르

는 더 자세한 걸 알려면 뭔가 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라

고 하니까 좀 더 상상이 안 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 과학은 주관적인데 옛날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받

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지만, 요즘에는 교육이 보편적이니까 생각하

는 게 비슷할 거 같다. … 배운 거는 비슷하니까 조마다 모델링이

비슷하게 나온 거 같다. 화산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축을 배운 사

람들은 그것을 넣었지만 다 비슷했다.

Q : 과학자들도 동일한 현상을 보고 탐구를 할 때 본인이 알고 있

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과학자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SC2 : 네. 그렇죠. 과학자이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

까요? 물론 다른 걸 배웠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SC4, 사후 인터뷰)

Q : 지구 온난화 모델링 할 때 본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들어있

지 않았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SC4 :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생물 동아리.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나 정보도 깊이 있게 보기도 하는 편인데. 지구 온난화

는 그게 있어요. 인간의 잘못이다. 그 게 머릿속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반사율이나 다른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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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되면 그냥 답이 교과서에 나오듯이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약간 산업혁명 그때부터 점점점 상승하니까 온실효과가 그거 때문

에 가장 원인이다가 머릿속에 박혀있던 거 같다. 가치관이 박혀있

어서 그쪽이 많이 보였어요. … 그 전날 논술로 지구 온난화 관련

되어서. 자유 주제였는데 그 분야로 해서 북극곰 쓰고 와서. 0.6도

상승 40년간 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선택 아닌 의무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썼는데. 산업혁명이 점점 발전될수록 온실효과

는 늘어나고 더 온도는 빠르게 상승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생활

은 발전할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Q. 본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이 함

께 영향을 주었나요?

SC4 : 네

과학은 절대로 중립적인 관찰로 출발할 수 없다고 한다(Popper,

1992). 그리고 관찰은 항상 어떤 이론적인 견해로부터 기인하여 얻어진

의미에 의해서 안내된다(Lederman et. al., 2002). 따라서 과학자의 믿음,

선지식, 경험과 같은 배경 요소들은 과학자가 무엇을 관찰하는지 그리고

관찰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Lederman et al., 2002). 이러한 과학지식의 이론 의존적(theory-laden)

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은 타겟의 일부만 관찰하고 가정할 수 있음으로

하나의 자연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모델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모델에 대하여 인지하는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은 과학 지식

의 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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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은 사전 검사에서 유형 Ⅰ인 학생이

31%이고 사후의 변화 ∆가 26.5%로 감소하여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가

높다(표 18). Justi and Gilbert (2003)에 따르면 모델은 주어진 사회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견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과학적 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소그룹과 학급이라는 사회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사회 안

에서 더 적절한 모델임을 보여주기 위해 논쟁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과학 지식은 과학자가 속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의 사회·문화적

내재성에 대한 인식이 현대적 관점으로 발달하였다고 사료된다.

SD1, SE4는 사회·문화적 내재성이 모두 현대적 관점으로 발달하였고,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개인의 배경, 환경

의 차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SD1, 사후 인터뷰)

Q : 같은 자료로 다양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SD1 : 각자 해석한 게 다르지 않을까 한다. 배운 양도 다르고. 아

니면 노출되었던 환경이나 조금씩은 다르기에.

(SE4, 사후 인터뷰)

Q : 과학이란 과학지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SE4: 과학은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고 실험하는 결과이다. 객관적이

다. 과학지식은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말하는 거 같다. 사람

에 따라 과학지식에 따라 사용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객관적

인 결론이다는 과학을 말한 거다. 과정은 배경 지식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과학지식이고. 과학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과학이

며 객관적이다.

그리고 Gilbert (2016)에 따르면 사회·문화적인 차원이 과학적인 주장

을 수용, 형성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사후 검사

에서 주관성의 이유로 과학자의 생각․가치관과 과학자가 속한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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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관성의 이유에 대

한 변화는 사회·문화적 내재성의 현대적인 관점으로의 변화와 같은 방향

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인 모델과 인터뷰를 통하여 개인이 속한 배경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과학적 모델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5]는 E조의 합의 모

델과 조원 SE3의 개인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SE3의 개인 모델은 교사가

제시하지 않은 자료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는 E조의 합의 모델에 반영되

지 않았다.

표 25. E조 합의 모델과 SE3 개인 모델

E조 합의 모델 SE3 개인 모델

(과거) 밀란코비치의 자료를 근거로

지구 온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임.

(현재) 산업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로 온도가 증가하고 화산폭발로

인한 온도 감소 등으로 지구 온도의

변화는 경향성이 있음.

인간의 수가 증가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기 때문에 대

기 중 온실 기체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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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의 합의 모델 형성을 위한 토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SE3의 정신

모델(mental model)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표 26]을 토대로 SE3의 모델 형성 시 사용한 근거 중 교사

로부터 주어진 자료는 2개(빙하와 반사율의 관계, 이심률의 변화)이고 교

사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자료는 6개(인간 수의 증가, 숲의 파괴, 빙하의

피해, 운석과 먼지, 원시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양, 과거의 화산활동)이다.

표 26. E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SE3 그걸로 상쇄가 되지만, 빙하로 인한 게 더 크기 때문에

SE4 증거는 없습니까?

SE3 없습니다.

SE4 자꾸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

SE3
다음으로는 활발한 화산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예전에
화산폭발이 더 굉장했습니다.

SE4 지금 언제요? 증거는 없습니까?

SE3 증거는 없습니다.

SE4 증거 자꾸 없대.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하하하

SE2. 하하 신고해

SE3 예전에 동화책에 다 나오잖아.

SE4 동화책이 왜 옛날 이야깁니까?

SE3 옛날 사이언스 그림북 보면 다 나오는데

SE4 아니 왜 옛날에 화산폭발이 더 많았냐고, 증거 있습니까?

SE3
있습니다. 어 막 중생대 막 그런 자연사 박물관 가면 화산폭발 빡 나오고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SE4 지금도 화산폭발 하잖아요.

SE3 아 지금 그건 다 휴화산이, 활화산 아니잖아요.

SE5 지2에 나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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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3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근거

로 개인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 개인 모델은 다른 조원이 생성한 개인

모델과 다르며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원과 공유하지 못하였

다.

E조의 학생들이 각 개인 모델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생각한 요소

(구성한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의 증가(5명), 화산활동(4

명). 해빙의 영향(3명),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고려(2명), 이심률/세차

운동(2명). 인간의 수 증가(1명). 이 중 조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

는 이산화탄소의 증가, 화산활동,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고려, 이심률/

세차 운동에 관해서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 모델 구성에 사용되었

다. 그리고 해빙의 영향은 토론 과정에서 기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

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모델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SE3 이

주장한 인간의 수의 증가의 문제는 합의 모델 구성 시 고려의 대상이 되

지 않았다.

김유진 (2015)에 따르면 개인의 경험적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제약 조건

은 초기 모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초기 모델이 나타난다. 개인이 속한 배경과

가치관에 의한 영향으로 과학적 모델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므로 모델링 활동 동안 학생들은 과학의 사회 문화

적 내재성과 주관성에 대하여 인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SE3과

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SE3, 사후 인터뷰)

Q :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

요.

SE3 : 뉴턴 같은 경우 예시대로 좀 더 물리 쪽으로 좀 더 추구하는

반면 라이프니치는 수학 쪽으로 추구를 했고 그러니까 어느 것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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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럼 추구하는 바는 어디서 영향을 더 받을까요?

SE3 : 추구하는 바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온 습관이나 환경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미칠 거 같다. 환경과 좋아하는 관심사가 다

르다 보니까 난 좀 더 물리 쪽이 좋다 아니면 난 수학 쪽이 좋다

이렇게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Q : 숲을 파괴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합의 모델 형성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SE3 : 왜냐하면 교집합 부분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

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둠 활동이기에 개인적인 의견만 수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무시가 된 경우.…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아마존의 눈물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성립되고 모델링 하였을 때 본 것도 관심

사도 다르기에 학생들과 다 달랐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사전 검사에서 유형 Ⅰ인 학생이 9%이었기에

잠정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다만 사

전 검사에서 과도기적 관점을 가진 유형 Ⅱ의 학생이 27%이고 사후의

변화 ∆가 18% 감소하였기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

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11). Smith and Finegold (1995)에 따르면 모

델은 잠정적인 본성이 있고 타겟의 관찰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변경된다고

하였다. [표27-1], [표27-2]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이해가 현대적

인 관점으로 발달한 학생의 개인 모델과 조별 합의 모델 시 초점을 맞춘

타겟의 면의 비교이다.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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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개별, 조별 합의 모델 형성 시 초점을 둔 타겟의 면

개인 모델 합의 모델

A조

SA2

지구 내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SA5

인간 활동

B조 SB5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인간 활동

C조 SC4

인간 활동, 지구 내적 원인

인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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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개별, 조별 합의 모델 형성 시 초점을 둔 타겟의 면

개인 모델 합의 모델

D조

SD1

인간 활동, 지구 내적, 외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인간 활동

SD3

인간 활동, 지구 내적, 외적 요인

D조 SE4
지구 내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인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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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은 사후 인터뷰에서 과학 지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인지하고

있다.

(SD1, 사후 인터뷰)

Q : 과학 지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하는가?

SD1 : 시간에 따라 과학적 기술이 발전한다. 과학지식이 변하기보

다는 설이 과학지식으로 변하는 걸 말한다. 무언가 발달해서 여기

까지 왔겠죠. 시간에 감에 따라 지식이 더해져서 과학지식이 발전

하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찾으며 변하는 거다.

상상과 창의성은 사전 검사에서 전통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유형 Ⅰ

의 학생은 0%이고 현대적인 관점인 유형 Ⅱ와 유형 Ⅲ의 학생은 각

32%와 64%이다. 과학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학생이 없었기에 다른 과학의 본성의 요소에 비하여 사후 질문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의 변화가 가장 적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표

13). Justi and Gilbert (2003)에 따르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활

동은 창의성과 새로운 맥락의 상상력 및 새로운 생각을 지원하는 방법으

로써 사용된다. 본 연구의 사후 검사에서 유형 Ⅲ의 변화 ∆가 13% 증

가하였기에 모델링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의 과학 지식의 상상력과 창의성

에 대한 인식이 현대적 관점으로 발달하였다고 생각한다. SE3은 사후 인

터뷰에서 과학지식 형성에서 상상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SE3, 사후 인터뷰)

Q : 상상이 과학 지식 형성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SE3 : 실험을 어떻게 계획하는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는지 고려

하는 거, 의사결정, 추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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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링 수행에 따른 과학의 본성 관점 변화

[표 19]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NOS가 현대적인 관점으로의 변화한

경우와 전통적 관점으로의 변화한 경우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경우의 분류

체계를 [표 28]과 같이 만들어 NOS 관점 변화의 빈도를 코딩하였다. 현

대적인 관점으로 변화한 빈도가 높은 조는 B조와 D조이고 전통적 관점

으로 변화한 빈도가 높은 조는 A와 E조이다.

표 28. 조별 NOS 관점의 변화(빈도)

NOS
변화

조

Ⅰ→Ⅱ 또는 Ⅱ→Ⅲ Ⅲ→Ⅱ 또는 Ⅱ→Ⅰ Ⅰ→Ⅰ,Ⅱ→Ⅱ,Ⅲ→Ⅲ

현대적 관점 전통적 관점 변화없음

A

6

Ⅰ→Ⅱ의 경우 ( 2 )

Ⅰ→Ⅲ의 경우 ( 2 )

Ⅱ→Ⅲ의 경우 ( 2 )

4

Ⅲ→Ⅰ의 경우 ( 2 )

Ⅲ→Ⅱ의 경우 ( 2 )

12

Ⅰ→Ⅰ의 경우 ( 4 )

Ⅱ→Ⅱ의 경우 ( 1 )

Ⅲ→Ⅲ의 경우 ( 7 )

B

10

Ⅰ→Ⅱ의 경우 ( 3 )

Ⅰ→Ⅲ의 경우 ( 4 )

Ⅱ→Ⅲ의 경우 ( 3 )

0

9

Ⅰ→Ⅰ의 경우 ( 1 )

Ⅱ→Ⅱ의 경우 ( 3 )

Ⅲ→Ⅲ의 경우 ( 5 )

C

4

Ⅰ→Ⅱ의 경우 ( 1 )

Ⅰ→Ⅲ의 경우 ( 1 )

Ⅱ→Ⅲ의 경우 ( 2 )

( 2 )

Ⅲ→Ⅱ의 경우 ( 2 )

14

Ⅰ→Ⅰ의 경우 ( 2 )

Ⅲ→Ⅲ의 경우 ( 12 )

D

9

Ⅰ→Ⅱ의 경우 ( 4 )

Ⅱ→Ⅲ의 경우 ( 5 )

0

10

Ⅱ→Ⅱ의 경우 ( 1 )

Ⅲ→Ⅲ의 경우 ( 9 )

E

5

Ⅰ→Ⅱ의 경우 ( 1 )

Ⅰ→Ⅲ의 경우 ( 2 )

Ⅱ→Ⅲ의 경우 ( 2 )

3

Ⅱ→Ⅰ의 경우 ( 1 )

Ⅲ→Ⅱ의 경우 ( 2 )

16

Ⅱ→Ⅱ의 경우 ( 3 )

Ⅲ→Ⅲ의 경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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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는 조별 사전·사후의 NOS 유형을 코딩한 것으로, 사전과 사

후에 NOS 유형을 조별로 비교할 수 있다. A와 B조는 다른 조보다 사전

에 유형Ⅰ 이 많다. B조의 사후 변화를 보면 유형Ⅰ의 빈도는 1로 35%

감소하였고, 유형 Ⅲ의 빈도는 12로 35% 증가하였다. 반면 A조의 사후

변화의 경우 유형Ⅰ의 빈도는 6으로 8% 감소하였고, 유형 Ⅲ의 빈도는

14로 12% 증가하였다. 사전에 유형Ⅰ이 많은 A와 B조이지만, 사후에 B

조가 A조보다 유형Ⅰ의 감소가 크고, 유형Ⅲ의 증가가 많았기에 본 연

구에서는 두 조의 모델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9. 조별 사전·사후 NOS 유형 빈도(%)2)

NOS
유형

조

사전 사후

Ⅰ Ⅱ Ⅲ 무응답 Ⅰ Ⅱ Ⅲ 무응답

A
25(100%)

8
(32%)

3
(12%)

11
(44%)

3
(12%)

6
(24%)

5
(20%)

14
(56%) 0

△ -2
(-8%)

2
(8%)

3
(12%)

B
20(100%)

8
(40%)

6
(30%)

5
(25%)

1
(5%)

1
(5%)

7
(35%)

12
(60%) 0

△ -7
(-35%)

1
(5%)

7
(35%)

C
20(100%)

4
(20%)

2
(10%)

14
(70%) 0 2

(10%)
3

(15%)
15
(75%) 0

△ -2
(-10%)

1
(5%)

1
(5%)

D
20(100%)

5
(25%)

5
(25%)

10
(50%) 0 0 5

(25%)
14
(70%)

1
(5%)

△ -5
(-25%) 0 4

(20%)
E

25(100%)
3

(12%)
7

(28%)
15
(60%) 0 1

(4%)
8

(32%)
16
(64%) 0

△ -2
(-8%)

1
(4%)

1
(4%)

2) 조의 총 빈도는 조 구성원의 수와 과학의 본성 항목의 수의 곱이며, 조 구성

원의 수가 다르기에 백분율(%)도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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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모델은 자연적 과정을 묘사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들이고 현재

의 모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Cartier et al., 2001).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한 모델은 언어적 이론 모델

(Verbal-Theoretical Model)이다. 이는 관찰한 것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

는 언어적 모델로서 다른 모델들과 달리 생각들로 구성이 되며 이 생각

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관찰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Gilbert & Ireton,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타겟 모델을 [그림 8]과 같이 Data, Explain, Target의 3개 단계로 나타

내고 이를 근거로 조별 합의 모델을 평가하였다. 우선 Data는 지구 기후

변화라는 타겟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사용하는지

를 알아보는 영역이다. 지구 내적 요인은 본 연구에서 학생에게 제시한

범주 3에 관한 자료이고, 지구 외적 원인은 범주 4의 자료이며 인간 활

동은 범주 5의 자료에 해당한다. 둘째 Explain은 타겟에 대해 Data를 근

거로 하여 설명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범주 1에 해당하는 지구 기온 평형

자료를 사용하여 지구 기온변화가 일어남을 과학적으로 추론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은 Target으로 자료(data)를 근거로 한 과학적인

설명(explain)이 지구기후 변화 과정을 묘사하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이다.

Target

Explain

Data

그림 8.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타겟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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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은 각 조의 합의 모델에서 사용한 자료와 설명 그리고 타겟의

어느 영역을 설명하는지를 음영으로 표시하여 두 조의 합의 모델을 비교

하였고 이를 통해 타겟에 도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표 30. A조와 B조의 합의 모델 평가

합의 모델 모델 평가

A

조

Tar

get

Exp

lain

Da

ta

B

조

Tar

get

Exp

lain

Da

ta

자료(data)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설명(explain)을 통하여 지구기후 변

화(target)의 원인을 묘사하도록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조는 B조이

다. B조는 과거와 현재 기후변화의 원인을 구분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표30). 과거 지구기후변화의 원인(target)을 지구의 운동(data)을 근거로

지구 복사평형(explain)과 지구 기온변화(explain)를 통해 과학적인 추론

을 하였다. 현재 지구기후변화의 원인(target)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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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증가(data)를 근거로 지구 기온변화(explain)를 통해 과학적인 추

론을 이끌었다. 반면 A조는 화산폭발(data)과 지구의 운동(data)을 근거

로 지구 기온변화가 일어남(explain)을 추론하지만, 지구기후변화의 원인

(target)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델 구성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

였다고 볼 수 있다(표 30).

B조의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토론 전사본의 일부(표 31-1, 표31-2)를

보면 조원들이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를 발전, 확장해가며

지구 기후변화라는 타겟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말차례 1에서 SB4가 지

구기후변화(N10)를 설명하기 위해 화산폭발(N2), 이심률(N8), 세차

운동(N9)을 제시하고 있다. 말차례 4∼17에서 정보의 확장과 발전을 통

해 지구의 운동으로 지구기후 변화(target)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말차

례 20∼36에서 산업발전 전(N16)과 산업발전 후(N16’)라는 새로운 정

보를 통해서 지구기후변화(N10)를 설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확장과 발전을 통해 지구 온난화(N17)과 온실효과(N19)을 끌어내 타

겟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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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B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말
차례 학생 정보구조 정보

흐름

1 SB4

나는. 뭐라고 했냐면.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 N1 　
왜냐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온편차가 심해졌잖아. N2 N3
그래서 이게 CO2방출을 막았지? N4
그래서 그 CO2가 남아있어서. 근데 그게 자꾸 늘어나잖아. N4'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많고. N5
그래서 CO2가 그 안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G4'
이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N6
그리고 태양복사에너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N7
태양복사에너지가 대기 지구 온도랑 그래프가 비슷하더라고. G7 G3
그래서 이게 영향은 있지만, 이게 왜 많아질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기온
이 높아지는거니까 G6

이게 아무리 이심률이 다르거나, 뭐, 기울기가 다르거나, 막, 뭐라그랬지? N8
세차운동이 달라진다고 해도 점점 높아지는거니까 N9
태양이 주는 빛하고 열은 똑같잖아, 양이. G7 G3
그래서 나는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오는 에너지 양은 비슷할거라고 생각
을 해서, N7' 확장

이것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고는.. 생각을.. 아, 그니깐 아니라고 생각해. 됐어. N10
2 SB5 아냐 나 완전 반대야
3 SB3 진짜? 　

4 SB5

예헌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이심률이나 이런 기후가 변해도, 그런 기후 변화
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G8 G10
N10'

　
　 확장

근데 생각을해봐? 이게(자전축) 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N11 N11'

이게, 이쪽 북반구랑 남반구랑 비교해서 보면은 G11
N12 N13

이게 이렇게 바뀌고, G11 G11'
이 상태로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랑 진짜 겨울이랑 여름이랑 진짜 덥고 춥
고가 다르잖아.

G12 G13
G3

근데 거기서 기울기가 아무리 변해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없다느건 좀 아닌거같아. G11' N10'' 확장

5 SB3
어…(SB5:그니까 기울기..)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것들
은 잘한거같잖아. G11 　

6 SB4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는거아니야? 전체적인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는거 아
니야? G6 　

(잠시 정적) 근데 어짜피 한쪽이 열을 받으면 다른 쪽은 어짜피.. 열을 덜 받게 되
있잖아. 그래서 균형이 되는거 아니야?

G12 G7
G13 G7
N14

발전

7 SB3 그것도 잘 모르는게 이 이심률이. 이심률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G8 　
8 SB5 그니까 이게 이심률이 1까지가 최대거든? G8 　

9 SB3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잖아(SB5: 어) N8'
그게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G8' N8'' 확장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게 이심률이 아, 이심률이 좀 .. 좀..주기적으로 달라지더라도
이게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적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균형이 맞는다라고 말을
했잖아.

G8''
G7
G14

근데 이게 이심률이 반복적이긴 하지만. G8''
그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불규칙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선..

N8'''
G7

10 SB5 다를 수도 있겠다? N7'' 　 확장
11 SB3 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G7'' 　

12 SB4
아 아니면 남반구, 아니 뭐지, 극지방에 있는게.. G13
빙하가 녹아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야? N15 N15'
이게 이심률이 달라지면서 같이 녹는 거지. G8' G15'

이텔릭체 : N(새로운 정보), N'(새로운 정보로부터 확장된 정보)

밑줄 : G(이전에 제시된 공유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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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B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말
차례 학생 정보구조 정보

흐름

13 SB3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심률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둥글잖아. G8

근데 이거를 다 받는 게 한쪽 면이 받든.. 여기 쪽은 잘 못 받을 거 아니야. G7 G12
G13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 G6
14 SB5 그래 근데 이게 있잖아…

15 SB3
온실가스가 높아지는 동시에 이심률이 바뀌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은 이심률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까지 높아져가지고 N1' G8'

16 SB5 그치 그치!
17 SB4 그러면은 이심률하고 지구 온도가 관련이 있는 거네. G8 G3
18 SB4 아 근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온난화가 생기는 거라고. G1 G6
19 SB5 어어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20 SB1

나는~ 우리가 산업 발전 전에는 계속 빙하기도 일어나고 이케 낮아졌다 높아졌다
계속 이렇게 바뀌었잖아?

N16
N15'' G3 발전

(SB5:맞아맞아) 근데 그게 기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그거 이런 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했었는데~

G3
G14

산업 발전 후에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N16' G1'
G6 확장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N14'
기후 변화가 더욱더 빈번하고. 그렇게 생각해. N10'''

21 SB1

나는 산업 발전 전에는 기온이 이 이심률이랑 그런 이유들로 G16 G3
G8

높아지고 빙하기가, 빙하기가 있었잖아. G6 N15''
그래서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균형을 유지 했어. G3 G14

근데 산업 발전 후에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G16'
G1 G6

기후 변화가 빈번해지면서 우리의 균형이 깨진 거지. G10'''
G14'

22 SB5

아 그니까 지금 딱 우리 시기때는 딱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좀 온도가 좀 균형적
이었는데, G14

근데 여기서 너 말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시기때 G16
지구 온난화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높아진 거지. N17 G6 발전

23 SB4
근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온실가스가 확 높아지면은.. 많아지면은.. 그
때도 균형이 깨질까?

G9 G4’
G14'

25 SB4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원만하게 된 거지?

26 SB2
이게 태양이랑 지구랑 잡아 댕기는 힘도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도 이게 중력이 있
잖아. 그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지나갈 때도 좀 중력 그 중력 때문에 바
뀌는 것도 있어서, 이심률 변화가 있는 거 같아.

N18
G18
G8'

27 SB5
그래서 결론은 이 이심률이랑 기울기가 산업혁명 전에는 이런 것 땜에 그런, 그 빙
하기랑 이런 원(SB4: 균형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게 있었는데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지금 딱 우리는 이런 시긴데, 여기서도 지구 온난화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거지.

G8 G16
G15''
G16'
G17 G6

28 SB4 온실가스 때문에? G1
29 SB5 응. 딱 이게 종합적인 거지
30 SB3 아니 난 자세히.. 난 주장이 완전 딴판이었잖아

31 SB5
지금 산업혁명 그거 원래..(SB1: 맞아 산업혁명 너가 말한 거잖아) 나 진짜 중요하
게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니 말 들으니까 진짜.. (SB1맞아 나도 너도 듣고서 말한
거야.)어 영향 있는 거같아.

G16

32 SB1 그러면은.. 먼저 이거 그릴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도는 모습
33 SB5 이거를 과거랑 현재랑 비교해서 그리자. G16 G16'
34 SB1 어 그래!

35 SB3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를 하고, 현재를 하고, 그 원인을 이렇게 쓰고, 지금 현재 상
황도 이렇게 쓰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깔끔하게. G16 G16'

36 SB1
그러면은 여기에 온실 효과가.. 온실가스가 묶여져 있는 그림을.. 현재 그림을, 그러
면은 과거랑 현재 글씨만 쓰자 N19 G1 발전

이텔릭체 : N(새로운 정보), N'(새로운 정보로부터 확장된 정보)

밑줄 : G(이전에 제시된 공유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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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집단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인 설명으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

생의 현대적인 관점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SB5는 사후 질문지와 인터뷰에 모델링 활동 경험과 연관하여 현대적인

관점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모

델링 활동이 NOS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SB5, 사후 질문지 2(a)번 문항) 이번 학습을 통하여 나는 과학지식

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내가 직접 과

학적 근거를 찾아보고 비교하며 과학지식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인

데.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문학적, 종교적 가치 등이 모두 속한

배경은 아니더라도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SB5, 사후 질문지 3번 문항) 나는 수업을 하면서 나와 친구들이

과학자라고 상각하며 탐구활동을 경험했었던 일을 토대로 대답하

고 싶은데 우선 나는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탐구에 사용해 보

았기 때문에 우리 탐구의 종합적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예”라

고 답하고 싶다.

(SB5, 사후 인터뷰)

Q : 모델링 할 때의 느낀점은?

SB5 : 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때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제가 저만

이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게 있었는데 모델링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어야 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

에 두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근거를 두어서 설명해야 하고

제가 제 의견이 말할 때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견이 확장되

어 가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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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의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토론 전사본의 일부를 보면 이산화탄

소(N3)과 화산폭발(N5)에 대한 정보가 확장되고 있지만 다른 조원들

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SA1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정보는 지구기후 변화라는 타겟에 도달하지 못하고 토론이 끝나게 된다

(표 32). SA1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합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SA1의 한

쪽 의견으로 치우쳤음을 알 수 있고 비록 합의 모델에 다른 학생의 의견

도 첨가되었지만, 인터뷰의 ‘무조건, 최대한’ 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인 추론을 통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타겟에 대한 묘사가 적절치 않고 구성원들 간의 발전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델을 구성하였으므로 합의 모델 구성에 성공적이

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SA1, 사후 인터뷰)

Q : 합의 모델을 만들 때 조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SA1 : 일단 개인별로 한 명씩 그 원인을 찾아보고 4명의 것을 합하

기로 했어요.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이게 원인 같다. 이야기하였는

데. 화산폭발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주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거

든요. … 나머지 세 명도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세 명도 다 제 말

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발표나 아니면은 뭐

종이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화산폭발이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 화산폭발로 정하였다.

SA1 : 저의 조에서는 저의 주장이 가장 일리가 있다고 판명이 되었

다고 전제되었을 때 주로 저의 의견을 따르되 다른 아이의 의견도

발표에 무조건 첨가를 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 이상

중립적인 의견이라도 최대한 발표에 넣어서 섞어서 되게 조화를 이

루려고 노력을 했고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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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A조 합의 모델 형성 토론 전사본 일부

말
차례 학생 정보구조

정보
흐름

1 SA1
아. 그리고 나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거 약간 이상하거든. 이것도 10
만년 주기야. 이것도 한 칸 다 10만년 주기거든. 10만년 주기인데
지구 온도 극대기 주기랑 CO2극대기 주기가 비슷해

N1
N2
N3

　

2 SA4 근데 CO2가 지금 G3　

3 SA1
지금 니 말이 말야. CO2주기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CO2를 증가시키는 건 먼지란 말이야.

G3, N4
N3' N5 　

4 SA4
화산폭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CO2가 이게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화산폭발을 지금 N6, G3' 　

　

5 SA1
그거는 현대에 와서 화산폭발이 그 말고도 CO2를 많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지. 어쩌면 이게 이렇게 쭉 지나갈 수
도 있어.

G6 G3' 　

6 SA5 화산폭발이 그 결청제 원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G6 N7 　
7 SA1 옛날에 그 결정체 원인이었단 거야. G7 　
8 SA2 아 　
9 SA4 옛날에는 10만년 주기로 그러면 똑같은 화산폭발이 G1 G6
10 SA1 무슨 먼지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거야. G5 G7 　
11 SA1 내 생각에는 그게 화산폭발이란 거야. G7 G6 　

12 SA5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줄어들다 올리다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올리니까. 올라간다는 건가? 올리다 줄이다 하는데 우리가 이
제 자연과 같은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막 자연을 낭비하고 그런 상
태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지.

N5'
N8

13 SA1

그러니까. 지금 화산폭발 위험이 요정도라면. G6 G8
옛날에 이 정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0만년 주기로 계속. 했어. G1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위험이 이렇게 된다는거지. N8'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되가지고 이렇게 되가지고 더 가속화되
고 있다는 거야 N8'' 확장

14 SA2 인구박멸 N9

15 SA1
그러니까 지금 CO2줄이는 정체하게 화산을 폭발을 못하게 하던
가. 아니면 N3'' N5' 확장

16 SA3 근데 화산폭발을 못 하게 하는건 말이 안 돼. G5'

17 SA4
화산폭발을 못 하게 하면. 봐봐. 못하게 한 만큼 올라갔지? 그러면
화산폭발을 못 하게 한다면? 큰 화산을 우리가 대규모 폭발 화산을
우리가 막으면. 이게 여기서 절반이 되어서. 이 정도만 높이가 올
라간단 얘기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만 이렇게 되어서

G5'
N10

18 SA5 솔직히 화산폭발은 G5

19 SA1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티비에서도 CO2
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거잖아. N3'' 확장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속도를 늦추자는 거지.
화산 폭발을 막으면은. N3''' G5' 확장

20 SA2 아
21 SA1 그 가속화 되는 속도가

22 SA4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화산폭발이 나오면 인제 이만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지? G5 G10

23 SA5 화산폭발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 같고. G5' N5'' 확장
24 SA2 못 막아 그건 G5''

25 SA5
화산폭발을 나와도 큰 사건이 안 일어날 만큼 CO2를 줄여야지. 우
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선

G5 G3''
N10

26 SA2 화산폭발은 절대 못 막아.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G5'' N5'''

이텔릭체 : N(새로운 정보), N'(새로운 정보로부터 확장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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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 G(이전에 제시된 공유된 정보)

(SA4, 사후 인터뷰)

Q : A조 모델링의 특징은 어떤 거 같아요?

SA4 : 보편적인 건 생각을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특이한 걸로 간

거 같긴 한데 SA1이 화산재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 화

산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전체적으로 안 보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은 SA1의 의견을 잘 따랐

죠.

Q : 설문지의 변화를 보면. 주관에서 보편으로 변하였다. 또한 ‘상

상력과 창의성을 사용하면 과학이 아니게 되고 과학자는 사실만 가

지고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사후 질문지에 쓴 까닭은?

SA4 :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 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과학지식은 보편적인 거 가지고 하잖

아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

다 보면 다른 것이 혹시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확률이 확실히 높

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A조처럼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학적인 설명이 부족한

채로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관

점으로의 변화가 가장 적고 전통적인 관점으로의 변화가 가장 많은 원인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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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구기후변화의 원인을 주제로 소집단 모델링 교수‧학

습 방법을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모델링 수행 과정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소집단 모델링 수업을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학 지식의 실증성에서 ‘과학은 증거를 사용하며 사실이다.’라

는 관점은 감소하고 ‘과학은 증거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며 추론

과정을 포함한다.’라는 관점은 증가하였다.

둘째,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서 ‘과학은 새로운 지식과 변하지 않는 지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관점은 감소하고 ‘과학은 변한다.’라는 관점은 증

가하였다.

셋째, 과학 지식의 상상과 창의성에서 ‘창의성은 과학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관점과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일부 단계에서만 사용된다.’

라는 관점은 감소하고 ‘창의성은 과학 탐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된다.’

라는 관점은 증가하였다.

넷째, 과학 지식의 주관성에서 ‘과학은 객관적이다.’라는 관점과 ‘과학

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라는 관점은 감소하고 ‘과

학은 주관적이다.’라는 관점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인 이유에 관하

여 ‘방법, 근거, 증거’와 ‘상상과 창의’의 관점은 감소하고 ‘생각, 가치관’

과 ‘환경, 배경, 경험’의 관점은 증가하였다.

다섯째, 과학 지식의 사회 문화적 내재성에서 ‘과학은 과학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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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감소하고 ‘과학은 과학자가 속

한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은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소집단 모델링 교수‧학습 방법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해를 현대 인식론적 관점으로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 지식의 실증성 요소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잠정성, 주관성, 사회 문화적 내재성 요소

순으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상과 창의성

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한 빈도가 낮았으나, 이는 사전 검사에서

이 요소에 대해 많은 학생이 현대적인 관점을 가졌었기에 사후 변화가

적었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은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실증적

인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실세계를 묘사하였다.

또한 모델링에 성공한 소집단은 그렇지 못한 소집단 보다 과학의 본

성에 대해 현대적인 관점으로 변화의 빈도가 크게 나타났다. 소집단에서

합의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은 개인 모델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정

보를 확장 그리고 발전시키어 타겟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을 끌어내는 발

전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모델링 활동은 소집단이라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논쟁하는 기회를 통하여 과학 지식이 사회·문화적인 차원 안에

서 구성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 모델을 소그룹에서 구성

하는 모델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학 지식의 실증성과 주관성, 사

회·문화적 내재성에 관한 과학의 본성의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발달

하였고 사료된다.

모델링 활동은 과학의 본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다른 탐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으로부터 스스로 과학의 본성

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암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즉, 암시적 접근으로 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현대적인 관점

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과학자의 탐구 활동과 같은 모델링

을 통해 연결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과학 탐

구와 연관된 맥락 안에서 지도될 때 학생들의 관학의 본성에 대한 견해

가 증대될 수 있는 주장(Kishefe, 2014)의 맥락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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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son (1988)에 따르면 그룹 안에서 합의를 하는 학습 과정은 과학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과학자의 활동에 부합한다. 즉,

모델링 활동에의 학생의 참여는 Hodson (2014a)이 제시하는 ‘과학하기’

와 ‘과학에 대해 학습하기’에 해당하기에 모델링은 과학자의 탐구를 반영

하는 활동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델링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학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과학자의 활동과 같은 진정한

과학탐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암시적 접근 방

법을 통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가 현대적인 관점으

로 발달함을 확인해 보는 것은 진정한 과학 탐구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소그룹 모델링 활동은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유용한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는 모델링 활동을 기반으로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의 이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는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의

이해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

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

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과학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므로 과학 교육에서

타겟모델에 근접한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모델링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그룹 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알 수 있었다. 우선 과학 지식의 이론 의존적(theory-laden)인 본

성으로부터 학생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토대로 타겟의 일부

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모델을 형성한다. 둘째 과학지식의 사회‧문화적인

내재성으로 학생이 속해있는 그룹, 사회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모델을

형성한다. 두 본성 모두 선지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학생의 배경이 모

델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

는 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일부 타겟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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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모델링 활동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배

제된 학생과 학생 사이의 사회적인 구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과학적이

지 않은 추론을 바탕으로 조별 합의 모델을 형성한 경우에 과학의 본성

의 일부 측면에서 학생들의 이해가 전통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

서 학생들이 현대적인 관점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타겟 모델과 근접한 과학적인 합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안

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겟 모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교사의 적

절한 안내는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가치관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학적인 추론 과정을

통하여 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공교육 또한 현재 학생이 과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인식론에 기반을 둔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교수·학습의 필요하다.

즉, 학생-학생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학생-교사 사이의 사회적인 구

성 활동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 활동이 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델링 활동에 채택한 ‘지구기후 변화’의 주제는 과

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SSI)에 해당된다.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은 과학의 본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명시적인 기회를 제공한

다(정윤숙, 2015). Khishfe and Lederman (2006, 재인용)에 따르면 과학/

기술 기반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이 내재하고 있는 개념,

가치 그리고 가정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그런 논쟁적인 이슈는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의 이해 증진에 이상적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 변화를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

수행과의 연결점을 형성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논문에서 제시되었

듯이 학생의 과학의 본성의 이해 변화가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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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Bell & Matkins, 2003;

Bentley & Fleury, 1998; Sadler et al., 2002). 따라서 논쟁적이지 않은

맥락의 주제를 활용한 과학적 모델링 수행에서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

해의 변화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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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델링 수업 자료
【자료 1】 지구의 복사 평형

※ 지구의 복사평형 :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 상태에 

있다. →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약 15℃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료 2】 온실효과의 원리

※ 온실기체와 온실효과 :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온실기체(Greenhouse Gas)는 지구가 방출하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대기 중에 묶어 두게 된다. 이렇게 대기 중에 들어온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즉, 현재의 온난화 현상이 있기 이전에도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기와 함께 항상 

있어 왔던 현상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기체가 관여하고 있다. 

【자료 3】  지질시대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

【자료 4】  태양의 흑점 수와 온도 편차와의 관계 

※ 태양의 흑점의 수를 통해 태양 활동의 세기를 추정할 수 있음. ※ 기온편차 : 현재 기온 - 평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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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화산폭발과 지구 대기의 태양 복사에너지 투과율과의 관계 

※ 태양복사투과율 : 태양복사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비율

【자료 6】 화산폭발과 기온편차와의 관계 

【자료 7】 엘니뇨와 기온편차와의 관계

※ 엘니뇨 현상 : 열대 중부 지방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에 비해 섭씨 +0.4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 

※ 바다의 열용량 :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대기보다 1000배의 열을 품을 수 있음. 열을 재분배하

는 역할.

【자료 8】 북극해의 9월 평균 해빙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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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지표면 상태에 따른 알베도(반사율)

지표면 알베도

토양 흑색, 습윤 0.05~0.40

사막 밝은색, 건조 0.20~0.45

초지
초장(1.0m) 0.16~

초장(0.02m) 0.26

농경지 0.18~0.25

과수원 0.15~0.20

활엽수 0.15~0.20

침엽수 0.05~0.15

물
태양고도 높음 0.03~0.10

태양고도 낮음 0.10~1.10

눈
오래된 눈 0.40~

신설 0.95

얼음
해빙 0.30~0.45

빙하 0.20~0.40

【자료 10】 온실 가스 종류와 특성

※ ppm(parts per million) : 백만분의 1이라는 뜻으로 용액 1,000,000g 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또는 mg/kg)를 

나타낸다. ppm값을 10000으로 나누면 %(백분율)로 단위를 변환할 수 있다. 주로 대기나 해수, 지각 등에 존

재하는 미량 성분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395ppm = 395/1000000*100 = 0.0395%)

【자료 11】 하와이 마우나로에서 관측한 월평균 대기 중 CO2의 농도 

【자료 12】 대기 중 CO2 농도

CO2 CH4 N2O HFCs, PFCs, SF6

배출원 에너지 사용/ 
산업공정 폐기물/ 농업/ 축산 산업공정/ 비료사용 냉매/ 세척용

지구온난화지수
(CO2=1 기준) 1 21 310 1,300~23,900

온난화기여도(%) 55 15 6 24
국내배출량(%) 88.5 4.6 2.8 4.2

대기 중 
농도

산업혁명 
이전 280ppm 700ppb 288ppb 0

1990년 353ppm 1,714ppb 311ppb 280ppt(CFC-11)
503ppt(CFC-12)

연평균
증가 0.4ppm 0.8ppb 0.25ppb 4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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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대기중 CH4 농도

 ※ ppbv(parts per billion) : 10억분의 1 (부피비)

연 도
(년)

CO

(ppbv
)

【자료 14】 탄소 순환

※ 탄소 순환 :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계의 각 권 사이를 이동하며 순환하는 것.

【자료 15】 지구의 운동에 의한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화와 지구 빙하기 주기와의 관계(by 밀란코비치)

※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 몇 가지 요인들이 지구 기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밀란코비치는 공전 

궤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 세차운동을 연구해 이러한 변화들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도달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냄.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이심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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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 이산화탄소(CO2), 온도(Temperature), 먼지(Dust)의 45만 년간의 변화 

(남극대륙 보스톡의 얼음기둥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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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SI 관련 신문기사

【 이산화탄소 작년 100억톤 배출… 사상 최대 】

출 처 : 2011한국일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진은 "화석연료 사용, 시멘트 생산 등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100억톤으로 역

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과학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4일자에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들어 매년 평균 3.3%씩 증가했다. 세계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 2009년엔 증가율이 소폭 떨어졌으나 경기가 다시 살아난 지난해엔 전년보다 5.9% 늘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2억톤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냈다. 그 다음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한다.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때보다 0.74도 상승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경제적 이해 앞에 휘청인다. 9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7

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러시아 등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
다고 주장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어야 한다고 정한
협약. 미국은 2001년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
서 의무 이행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도 ‘안갯속’이다. 개도국들은
“2013~2015년까지 총 600억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제 악화로 재정
지원 규모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1차 협약 당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3년(2010~2012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에서 ”개
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을 개도국에 지원한다“고 합의 했었다.
“ 기후학자들의 모임인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 책임자 조지프 캐너델 박사는 "세계금융위기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런 영향은 길게 가지 못한다"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EU “탄소 감축 구속력 있어야” 한·미·개도국은 난색 】

[중앙일보] 입력 2015.12.02. 02:34 수정 2015.12.02. 13:50

파리의정서 견해 차 좁히기 진통 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이 감축” 미·EU “신흥국도 적극 감축”요구

전 세계가 동참하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의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
정서’ 만료시점(2020년)이 다가오면서 ‘교토의정서 체제’이후 ‘신 기후변화체제’의 윤곽이 이 회의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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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이번 총회의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
끼는 첫 세대이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
의 역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 “기후변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인류 공동의 사명”이라며 합의 도축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미국은 2001
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20년까지의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 명단에서 빠졌다.
미·중 양국 지도자의 적극적 태도로 합의에 기대가 커졌지만 주요 쟁점에서의 마찰은 여전하다. 특히 미

국·유럽연합(EU) 간, 미·중 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국가별로 최근까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INDC)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가 논란
거리다. EU와 도서국가 등이 이를 요구하는데 반해 미국·한국 등 상당수 국가가 난색을 표했다. 외교부 최재
철 기후변화대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상당수 국가가 최상이 아니라 현실적 수준으로 감축 목표
를 하향조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감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E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각국이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선진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도 이해가 엇갈린다. 개도국 편에 선 시 주석은 “기후변

화를 다루면서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도국의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다. 개도국에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개도국들도 곧바로
청정기술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재정·기술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도 관련국들의 주요 관심사다. 로버트 무가베 짐

바브웨 대통령은 “기후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은 현재까지 기대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위(2012년 기준)인 한국은 이번 협상이 선진

국·개도국 간 대결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돼 큰 짐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최 대사는 “선진국·개도국으로 감축 의무 등을 이원화하기보다는 국가별 역량·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감축 의무를 차별화하는 게 한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손 마사요시(소프트뱅크 회장) 등 정보기술(IT) 업계 거부 30여 명은 1일

“신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20개국 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협상(COP21) 】

기후변화 협상 그룹

유럽연합(EU)
2℃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국들의 의

무적 감축을 요구
UMBRELLA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G77+China

77개 개도국

(아프리카, 중남미)

-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

력이 중요하다고 주장

- 2015년 합의문이 기후변화협약의 재작성이나 재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

기타 개도국 그룹

- 그룹별로 상세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의 역사적 챔임을 강조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서행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

환경건정성그룹

대한민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협상그룹으로 2000년도에 결성되

었음

- 개도국의 국내적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선·개도국 간의 간격을 좁히는 조

정자 역할 수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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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과학의 본성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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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is a major factor in improving

scientific literacy. The model-based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s

a wa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ognitive, cognitive, and social

dimensions of science by allowing them to perform a variety of

scientific inqui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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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mall group modeling activities and to find out what students

mean by looking at science in the way that scientists d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mall group modeling

activities changed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NOS to

a moder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Especially, from the empirical

aspect of scientific knowledge, the change to the modern point of

view was significant.

Modeling lessons is an implicit approach to the NOS that forms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ce itself from the process of

students engaging in inquiry activities without explicitly embodying

the NOS. The implicit approach shows that the students' perception

of the NOS can be developed to a modern point of view.

Therefore, small-group modeling activities can be a science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helps to develop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ce about a modern point of view,

effectively cultivating scientific literacy.

keywords : nature of science, scientific model, modeling,

scientific literacy, NOS

Student Number : 2016-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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