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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나 관리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현명

한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의 육성은 80년대 이후 과

학교육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AAAS， 1989; NSTA, 1982). 새로운 조류의

등장에는 학문중심 교육 사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과학의 학

문적 속성을 중시하고 과학 지식을 강조한 학문중심 과학교육은 주로 일상 생활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과학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과학

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즉，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해 더 많은 과학 • 기

술자를 양성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과학 성취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학생들

이 과학과 관련된 분야로의 진출을 꺼리는 결과가 나타났다(최경희， 1996). 이러한

비판과 반성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과학적 소양

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과학적 소양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한다.

이처럼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은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과학적 소양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아다(Jenkins， 1990). 그러나 일반적으

로 과학적 소양은 과학 · 기술 · 사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

상 생활의 의사 결정에서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NSTA, 1982), 선 행 연구들(AAAS， 1989; Laugksch & Spargo, 1996; Miller,

1983; NSTA, 1982)을 종합해 볼 때， 과학적 소양의 공통적인 측면으로 1) 과학 ·

* 이 논문은 199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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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2)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3) 핵심적인 과학

개념의 습득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적 소양의 세 가지 측면 중 주로 핵섬적인 과학적

개념의 습득에 치중하였으므로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나 과학의 본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Project Synthesis(Harms, 1981)와

Science for All Americans(AAAS , 1989)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이제까지 소홀

히 다루어져 왔던 나머지 두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STS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개발 · 시 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교

사와 학생들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한계와 STS(Science-Technology-Society) 관

련 주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김영성과 이문남， 1994; 최경희， 1994, 1995).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5차 고등학교 과학교육과정 이후 과학 · 기술과

사회의 상호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학습 목표 중의 하나로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의 부적절，

구체적 지침의 미비， 교사 재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ν이 들 목표가 구체적으로
ι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최경희， 1996).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생각이며， 학생들의 생

각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Ausubel， 1968)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과 내용과 지침은 학생들의 현상

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의 본성이나 과

학 • 기술 • 사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소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

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과학의 본성이나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에 대

한 학생들의 견해에 대해 많은 연구들(Aikenhead， 1987; Fleming , 1987, 1988;

Griffiths & Barman, 1995; Rubba & Harkness, 1993; Ryan , 1987; Ryan &

Aikenhead, 1992; Zoller, Donn, Wild, & Beckett, 1991) 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

서도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사나 학생의 견해(우총옥과 소원주， 1995; 조정일과 주

동기， 1996)를 조사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나

학생의 견해를 기술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이들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

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효과적인 STS 교육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

게 강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STS 교육이 과연 의도한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하

고 있는지는 현재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며(Aikenhead， 1987; Zoller et al. ,

1990),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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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그리고 과학 고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소양의 세가지 측면 중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과학의 본성 영역과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 및 견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및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 기

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사한다.

2.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및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 수준을 조사한다.

3.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및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 기

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다.

4.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및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의 본

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다.

IT.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2개 일반 고등학교와 1개 과학 고등학교의 2

학년 학생으로， 인문 계열에서 남 • 여 각 1학급， 자연 계열에서 남 • 여 각 1학급，

과학 고등학교에서 3학급 등 총 7학급을 학급 단위로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집

단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검사는 2학기 중반에 실시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50

분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집단별 · 성별 분포

집 단 'it 여 계

인문 계열 42 56 98

자연 계열 55 43 98

과 학 고 80 10 90
-

계 177 10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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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VaSTS(Views on Science-Technology-Socjety; Aikenhead,

Ryan , & Fleming , 1989)는 STS 관련 주제에 대한 11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

은행식 검사 도구이다. 이 도구는 6년여 동안 수천 명의 캐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대규모의 예비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개방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지필

응답과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객관식 선다형 검사 도구이다(Aikenhead

& Ryan, 1992). VaSTS는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견해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

로 문제를 추출하여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Aikenhead， Ryan, &

Fleming , 1987),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일부 문항만을 추출하여 검

사지를 제작하였다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측정하

기 위 해 우선 과학교육과정(문교부， 1988)과 국내 · 외 선 행 연구들(우종옥과 소원

주， 1995; 조정일과 주동기， 1996; 조희형， 1994; Bybee, 1993; Champagne &

Lovitts, 1989; Meichtrγ ， 1993; Ryan & Aikenhead, 1992; Yager & Tamir, 1993)

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내용들을 선정한 뒤 평가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2). 과학교육 전문가 3인에 게 평가 범주의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표 2> STS 관련 주제의 평가 범주

대범주 소뱀주 항 l~E1L

실생활 문제 해결에의 기여

과학·기술이 사회에 사회적 의사 결정에의 기여

미치는 영향 생활 수준 향상에의 기여

과학· 기술과 과학 ·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사회의 관계
정치의 영향

사회가 과학· 기업의 영향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이익 집단의 영향

대중의 영향

과학의 정의

과학의 제측변
과학자의 특성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학 지식의 형성에서 가치의 역할
과학의 본성

과학적 이론의 성질

과학 지식의 모형(모댈)의 성질

인식론적 속성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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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은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Aikenhead & Ryan, 1992), ‘과

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역은 개인적 •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과학 · 기술

의 기여도(Bybee， 1993; Yager, 1993; Yager & Tamir, 1993), 과학 · 기술의 지속적

인 발닿에 의한 윤택한 삶의 보장 가능성， 과학 · 기술적인 요인에 기인한 문제들에

대한 과학 · 기술자들의 책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가 과학 · 기술

에 미 치는 영 향’ 영 역 은 Aikenhead와 Ryan (1992)이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제 시 한

여러 요소 중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부(정치), 기업， 이익 집단， 일반 대중을 선

정하여 각 요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학의 본성’ 영역은 이제까지 과학 지식의 본성과 뚜렷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온 과학의 본성의 의미를 확장하여 (Meichtrγ， 1993), 이 주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

이 공통적으로 다루었던(우종옥과 소원주， 1995; 조정 일과 주동기， 1996; Aikenhead,

Ryan, & Fleming , 1987; Ryan & Aikenhead, 1992)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즉， 하위

영역으로 ‘과학의 제측면’ 영역과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영역을 두고， ‘과학

의 제측면’ 영역에서는 과학의 정의 (meaning of science) 및 과학의 구성 요소인

과학자， 과학 지식， 과학자 사회 (Ziman， 1984)의 특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인

과학자의 특성， 과학에서 합의의 도출(consensus making in science) , 과학에서의

가치 (values in science) 문제 응을 다루었다.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영역은 과

학 활동의 최종 산물로서의 과학 지식의 본성에 대한 내용인 과학적 가정， 개념적

발명 (conceptual invention) ,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평가 범주를 바탕으로 vaSTS 문항 중 우리 나따의 사회 • 문화적 현실

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문항들을 선택하였으며， 검사 도구는 평가 항목당 1문항

씩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VaSTS 문항은 캐나다 고등학생들의 견해

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50명을 대상으로 문두만을 제시하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검사를 실시

하여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한 후， 기존의 답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빈도가 높은

견해는 기존 문항에 추가하여 검사지를 수정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에 따라 문항

5, 13, 15에 각각 1개씩 의 답지가 추가되었으며， 이 답지들은 본 검사에서 각각 5.6,

5.2, 3.1%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마지막 답지를 ‘위의 보기 중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여 질문지에 제시된

답지 이외의 견해를 지닌 짝생블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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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택한 vaSTS 문항의 문항 번호 및 문두

문항 I VaSTS
번호 l문항 번호 '"τr =T

1 I 40421 I 과학이나 기술 지식은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예를 들어， 눈더미 속에 빠진 차를 끌어낼 때， 요리를 할 때， 애완 동물

을 기를 때 등1， 도웅이 된다.

2 I 40211 I 미 래 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예를 들어， 원자력， 수소， 태양열，

화석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나 기술자는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 I 40531 I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4 I 40121 I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으로 인해 생길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I 20141 I 정 치는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과학자 자신이 바로 국가 사회

의 일원이기 때문， 즉 과학자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6 I 20211 I 기 업 ( 예를 들어， 전자， 통신， 제약， 임업， 광업， 제조 회사 등)이 과학 연구를

보다 철저하게 통제한다면 과학 연구는 이전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다

7 I 20611 I 우리 나라에는 특정한 분야의 연구를 선호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

(환경주의자， 종교 단체， 동물보호협회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 이익집단은

과학이나 기술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8 I 80211 I 기 술 개발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9 I 10111 I 과학은 복잡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학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과학을 정의해 본다면 과학이란 대체로 무엇이

라고 할 수 있을까?

10 I 60223 I 개 방성 ， 논리성， 공평성， 객관성 등의 특성이 과학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은 일반인들이 일할 때보다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많이 나타난다.

11 I 70231 I 새 로운 과학 이론이 제안되면， 과학자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

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합의에 의해 새 이론의

수용 역부를 결정한다. 즉， 새로운 과학 이론을 제안하는 과학자는 많은 동

료 과학자들에게 그 이론을 믿도록 확신시켜야 한다.

12 I 70212 I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예를 들어， 적은 양의 방사선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이는 대부분 사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 견해는 도덕적 가치(행위의 옳고 그름)나 개인적

동기(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고용주나 자금 지원 기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동기)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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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I VaSTS
번호|문항 변호

'c1
긴r

c
T

13

14

91013

90211

광부는 금을 “찾아내고(발견하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발명한다)"

고 생각하자.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을 발견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을 발명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모델(열， 뉴우런， DNA , 원자 등)은 실재를 본

뜬 것이다.

15 90411 과학적

미래에

탐구가 올바로 수행되었더라도， 과학자들이 탐구에서 발견한 지식은

변할 수 있다.

16 90621 파학적 방법의 단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다.

3. 채점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나 과학의 본성에 관한 주제들은 개인의 가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채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Lederman, 1986). 또한 vaSTS는 다른 검사 도구들과 달리 학생들의 STS에 대

한 견해를 정성적으로 밝히기 위해 제작되었므-로(Aikenhead & Ryan, 1992), 정량

적 검사 도구로서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여러 집단 학생

들의 이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추리 통계(inferential statistics) 방

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을 범주화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Rubba， Schoneweg, & Harkness, 1996; Zoller et al. , 1990; Zoller

et al. , 1991).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들의 응탑을 정답과 오답으로 구별하는 것이나， 각 답지가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안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분법적인 구분은

정답지와 오답지를 제외한 나머지 답지에 담긴 학생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ubba & Harkness, 199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choneweg, Rubba, Harkness(995)는 학생들의 응답을 사실적 견해 (realistic )， 어

느 정도 장점을 지닌 견해 (has merit), 단순한 견해 (n려ve)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ubba 등(1996)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행 연구(노태희와 강

석진， 1997a, 1997b)에서 사용한 <표 4>의 채점 체계를 사용하였다. 각 답지의 분

류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검증을 거친 뒤 결정하였고， R， I-표1，

N에 각각 2, 1, 0 점을 배당하였다. 주어진 답지 이외의 견해를 제시한 학생은 각 문

항에서 0.3-4.5% 정도였으며， 이들의 응답은 연구자가 R, HM , N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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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생들의 응답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체계

주
l

버
b

내
이 용

사실적 견해(R)

어느 정도 장점을

지년 견해 (HM)

단순한 견해 (N)

STS에 대한 적절한 (appropriate) 견해를 포함한 응답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STS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견해를 포함한 응답

부적절하거나 비합리적인 견해를 포함한 응답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독럽 변인은 고등학생들의 계열(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이고，

종속 변인은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수준과 견해

이다.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료의 정상 분포 여부와 동변량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수 통계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모수

통계법인 KruskaI- Wallis 검증과 그에 따른 사후 검증(차영준， 1993, pISS)을 실시

하여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빛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수준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견해 비교에서는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m. 결과 및 논의

1.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비교

수준

가.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및 자연 계열，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영역에서 과학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6점 만점에 10.31로서 인문

계열 (9 .66)이나 자연 계열 (9.47)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하워 범주인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

치는 영향’에서도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과학고，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의 순이었으

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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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의 평균 점수 및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

님~ 2f-ι
표준 표준 표편차준

2

평균 평균 평균
x

편차 편차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9.66 2.23 9.47 2.21 10.31 1.92 5.723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08 1.07 4.93 1.39 5.42 1.04 5.021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 4.58 1.69 4.54 1.47 4.89 1.47 2.733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학 · 기술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 1에서는 과학고의 평

균 점수(1 .30)가 인문 계열(0.92)이나 자연 계열(0.9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과학고와 인문 계열 그리고 과학고와 자연 계열 사이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즉， 과학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과학 · 기술 지식이나 체계적 사고 방식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

인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
증 결과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

문 항
표준 표준 표편 준차 x2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문항 1 .92 .53 .92 .57 1.30 .53 27.744***

문항 2 1.22 .60 1.21 .68 1.29 .59 .593

문항 3 1.76 .50 1.70 50 1.67 .52 2.076

문항 4 1.18 ‘ 48 1.09 52 1.17 .43 1.758

문항 5 84 .83 .85 .84 1.10 .85 5.707

문항 6 1.44 .72 1.49 .68 1.42 .64 .909

문항 7 1.11 .93 1.10 .88 1.14 .92 .147

문항 8 1.19 .49 1.10 .51 1잃 .47 2.83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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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의 본성 영역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 및 자연 계열，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의 본성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영역에서 과학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6점 만점에 10.39로서 인문 계열 (9 . 14)

이나 자연 계열 (8 .51)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 검

증 결과， 과학고와 인문 계열은 .01 수준에서， 과학고와 자연 계열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과학의 본성 영역에서 과학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보다 사실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과학의 본성 영역의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증 결과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

범 -;a「;
표준 표준 표즈ι

2

평균 평균 평균
x

편차 편차 편차

과학의 본성 9.14 2.53 8.51 2.51 10.39 1.86 28.852***

과학의 제측면 4.00 1.68 3.85 1.45 4.47 1.31 8.481*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5.14 1.55 4.66 1.68 5.92 1.23 30.220***

* p < .05, *** p < .001.

이 영역의 하위 범주인 ‘과학의 제측면’ 영역에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8점 만

점에 과학고 4.47, 인문 계열 4.00 , 자연 계열 3.85의 순이었으며， 그 차이는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범주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과학고와 자연

계열 사이에서만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평균 접수는 과학고，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의 순이었으

며， 그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과학고와 인문 계열은

.01 수준에서， 과학고와 자연 계열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과학의 본성 영 역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 및 Kruskal- Wallis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과학적 이론의 성질’에 관한 문항 13은 .05 수준에서， ‘과학적 방법’에

관한 문항 16은 .01 수준에서， ‘과학 지식의 형성에서 가치의 역할’(문항 12)과 ‘모

형의 성질’(문항 14)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증을 실

시한 결과， 문항 12의 경우 과학고와 인문 계열은 .05 수준에서， 과학고와 자연 계

열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항 14에 서 도 과학고와 인문 계열

(p < .01), 과학고와 자연 계열 (p < .OOD 사이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치가 과학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나 모형에 대한 인식론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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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pistemological view)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과학의 본성 영 역의 문항별 평균 점수 및 Kruskal-Wallis 검증 결과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

투~ t>J
표준 표τz 표준 x 2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문항 9 1.19 .77 1.26 69 1.29 .64 .476

문항 10 85 .76 .69 .69 .77 .69 1.947

문항 11 .83 .48 .86 .45 89 .48 .782

문항 12 1.13 .94 1.04 .93 1.52 .75 14.168***

문항 13 .66 .67 51 .68 .76 .72 6.564*

문항 14 1.14 .72 1.04 .73 1.52 .55 23.057***

문항 15 1.64 .75 1.53 .81 1.71 .69 3.292

문항 16 1.69 71 1.58 .80 1.93 .33 12.841*'

* p < .05, ** p < .01, *** p < .001.

2.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가.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경우 ‘생활 수준 향상에의 기여’를 제

외한 나머지 범주에서는 사실적 견해의 비율이 10-30% 정도에 불과해 이 영 역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비사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학생

틀의 견해 분포도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실생활 문제 해결에의 기여’에서는 과학고

학생들이， ‘생활 수준 향상에의 기여’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들이 사실적 견해를 상

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었다.

‘과학 · 기술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 1에서 ， 대부분의 학

생들이(인문 81.6%， 자연 79.5%， 과학고: 96.6%) 과학 · 기술 지식이나 체계적인

사고 방식이 일상 생황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과학

이나 기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의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지식이나 사고 방식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

실적인 견해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은 각각 10.2. 12.2%에 불과하였다. 반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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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우 33.3%의 학생들이 사실적인 견해를 나타내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학 • 기술이 사회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문항 2)에서는 기술주의적

(technocratic) 관점 (Fleming， 1987), 즉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과학자와 기술자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A， B, C)이 52-60% 정도 나타났다(표

9). 반면， 과학자와 기술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 대중의 관점도 고

려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견해(D)는 32~36%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사회적 문

제에 대한 의사 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은 도덕적， 전통적， 자기중심적 논

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생

각한다(Fleming， 1985). 즉， 학생들은 과학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합리 적인 방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접근보다 기

술주의적 접근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문항을 사용했던 선행 연구(노태희와 강석진，

1997a)에서는 기술주의적 견해가 18-26% 정도에 불과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식량

의 생산， 수송， 배분 등의 상황을 다룬데 비해， 본 연구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상황을 다룬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STS 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견해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므로

(2이ler et al. , 1990),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

지는 ‘에너지’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전문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 · 기술이 생활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문항 3)에 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데，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

고， 효율적인 삶이 보장되지만， 동시에 공해， 실적 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뿔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인문 계열에서 78.6%로 가장 많았고， 자연 계열

72.4%, 과학고 68.9%의 순이었다. 반면， 기술 개발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

라는 견해는 각각 10.1%, 18.3%, 21.0%로서 과학고나 자연 계열 학생들이 인문 계

열 학생에 비해 비사실적인 견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었다.

‘과학 ·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문항 4)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과학자와 사회가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적 견해를 지닌 학생이 적었다(인문: 22.4%, 자

연: 18.4%, 과학: 18.9%). 인문 계열과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38.7, 35.5%로서 과학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문 37 .7%， 과학: 38.9%)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자연 계열의 경우 45.9%의 학생들

이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틀(32 .6%)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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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문항 2에 대한 답지별 응답 빈도(%)

답 지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과학고

A 과학자와 기술자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3 5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았고 이 (3.1) (5.1) (Ll)
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B 과학자와 기술자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5 5 4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많으므로 직접적인 이해 (5.1) (5.1) (4.4)

당사자인 정부 관료나 민간 기업보다 더 나은 판단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과학자와 기술자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51 43 42
이런 문제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았고， 이 (52.0) (43.9) (46.7)
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결정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을 통

해 대중을 참여시켜야 한다.

D 이러한 결정에는 평등한 관점이 요구된다. 즉， 사회 31 35 32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과학자와 기술 (31.6) (35.7) (35.6)

자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교양을 갖춘 대

중의 관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정부가 결정 4 1 l
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자와 기술자 들도 조언을 해 (4.1) 0.0) (Ll)
야한다

F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3 5 7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자와 기술자 들도 (3.1) (5.1) (7.8)

조언을 해야한다.

G 일반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2 0
과학자와 기술자 들의 일을 감시할 임무가 있기 때 (1.0) (2.0) CO.O)
문이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견해는 이상적이긴 하지

만 폭이 좁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H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0 0 0
CO.O) CO.O) CO.O)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못해서 답을 선 0 0 0
택할 수 없다. (0.0) CO.O) (0.0)

J 위의 보기 중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내 0 2 3
생각은 다음과 같다. (0.0) (2.0) (3.3)

계
98 98 90

000.0) 000.0) (l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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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았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자나 사회 중 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특히 자연 계열 학생들은 다른 집단 학생들에 비해 과

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봉 수 있다.

나.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견해 분포

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치)의 영향’에서는 과학고 학생들에게서 사실적 견

해가 많이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영향’이나 ‘이익 집단의 영향’에서는 사실적 견

해의 비율이 50% 내외로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의 영향’이나 ‘대중의 영향’에서는

20% 내외의 학생들만이 사실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정부(정치)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 5(표 10)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사실적 견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었다.

즉， 정부가 정책 수립이나 재정 지원 등의 경로를 통하여 과학자와 기술자 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답지 (A， B, C)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학고의 경우 41.1%였으나，

인문 계열은 27.6%, 자연 계열은 28.6%에 불과하였다. 반면， 단순한 견해를 지닌

학생들은 각각 인문 계열 43.9, 자연 계열 43.9, 과학고 31.1%에 이르렀는데， 단순

한 견해로 분류될 수 있는 답지 중 과학자가 정치나 사회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는 기술주의적 입장(G)은 모든 집단에서 24-26% 정도 나타났고， 정치와 과학은

종속적인 관계로서 정치가 과학을 통제한다는 입장(D， E)도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12% 정도 나타났다.

‘기업이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문항 6)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기업의 과학에

대한 통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기업이 과학을 통제할 경우 기업

에 이익이 되는 것에만 과학 연구가 한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과학 통제를 반대

한다’는 사실적 견해를 지닌 학생은 인문 계열 57.1%, 자연 계열 59.2%, 과학고

50.0%에 이르렀으며， 반대로 기업이 과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는 각각 6.1,

11.2, 12.3%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은 과학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과학적인

발견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답지를 선택한 학생은 인문 계열 12.2%, 자연 계열

10.2%였으며 ， 과학고의 경우 21.1%의 학생들이 이 답지를 선택하여 과학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과학고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집단이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문항 7)의 경우， 집단별로 44-50%의

학생들이 ‘특수 이익 집단은 정부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y 결과적으

로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적인 견해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34-38%의 학생들은 단순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데， ‘특수 이익 집단은

과학자들에게 해야 할 연구와 하지 말아야 할 연구를 지적해 줄 수 있는 힘이 있



〈표 10> 문항 5에 대한 답지별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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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닙 지 인문 계열l자연 계열l 과학고

A 그렇다.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은

돈을 쓰는 방법을 결정하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과학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가끔 로비도 해야 한다.

B 그렇다. 왜냐하면， 정부가 과학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연구 계획에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다른 연구 계획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C 그렇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새로운 개발이나 연구 계획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

문이다. 과학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D 그렇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과학자들에게 어떤 연구

를 할지 지시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E 그렇다. 왜냐하면， 정부는 과학자들이 옳지 않다고 느끼

는 연구(예를 들어， 무기 연구)를 강제로 시킴으로써 사

회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 그렇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다른 모

‘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G 그렇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므로， 즉 사회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에 깊숙히 관여하므로 사회에

얽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H 국가에 따라， 정부 형태에 따라 과학자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은 다르다.

I 평화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시에는 영향을 미

친다. 즉， 전시에는 과학자의 양심과 무관하게 정치적

압력에 의해 무기를 개발하게 된다.

J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 연구는 정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K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L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M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못해서 답을 선택

할 수 없다.

N 위의 보기 중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내 생

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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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인문: 14.3%, 자연: 15.3%, 과학 18. 9%)거나 ‘특수 이 익

집단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과학자나 기술자들에게

있으므로 항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인문: 10.2%, 자연: 9.2%, 과학 12 . 2%) 등

의 견해가 대표적이었다

‘대중이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문항 8)에서는 사실적 견해를 지닌 학생들이

비교적 적었으며(인문 23.5%， 자연 18.4%， 과학: 24.4%) , 학생들은 과학 · 기술에

대한 대중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일반 시민들은 기술 개발의 통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지를 선택한 학생

이 인문 계열 27.5%, 자연 계열 23.5%, 과학고 23.3%인 데 비해，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는 답지를 선택한 학생은

각각 4.1, 9.2, 6.7%에 불과했다. 또한， 통제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학

생들도 ‘사용 단계에서의 통제는 가능하나 개발 단계에서의 통제는 불가능하다’(인

문: 31.6%, 자연: 33.7%, 과학: 41.1%)거 나， 직접적인 통제보다 간접적인 통제를 선

호하는(인문: 12.3%, 자연: 15.3%, 과학: 6.7%) 등 소극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

다. 과학의 제측면

Nadeau와 Desautels(1984)는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어 사람들 사이

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과학에 대한 단순한 견해들을 과학주의 (sciencism)라 명

명하고， 단순한 실재론(n려ve realism) , 행복한 경험주의 (blissful empiricism) , 경솔

한 실험주의 (credulous experimentalism), 맹목적 이상주의 (blind idealism), 과도한

합리주의 (excessive rationalism) 등 과학주의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과학의

제측면’ 영역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과학주의와 유사한 견해

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자의 특성’이나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서는 사실적 견해를 지닌 학생의 비율이 매우 적었다.

‘과학의 정의’(문항 9)에 대해 인문 계열 40.8%, 자연 계열 39.8%, 과학고 38.9%

의 학생들이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라는 답지를 선택하여

과학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사실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원리， 법칙， 이론 등의 지식 체계이다’라는 답지를 선택한

학생들도 9-30% 정도 있었는데， 특히 과학고의 경우 30.0%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지식의 체계라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과학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적 시각이나(인문:

18.4% , 자연: 20.4%, 과학: 14.4%), 과학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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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자연: 11.2%, 과학: 6.7%) 등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과학자의 특성’(문항 10)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견해는 과학

자는 일반인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논리적이고， 공평하며， 객관적이라는 견해이다

(인문: 46.0% , 자연: 58.1%, 과학: 52.2%). 이것은 현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

는 과학자들의 객관성， 공평성， 비편협성 등에 대한 맹목적 이상주의 (Nadeau &

Desautels , 1984)가 학생들의 견해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그

들이 공적인 (public ) 과학을 하는가 혹은 사적인 (private) 과학을 하는가에 따라 주

관적일 수도 객관적일 수도 있으며， 개방적일 수도 폐쇄적일 수도 있다(Gauld，

1982). 그러나 ‘과학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이러한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적 견해

는 적었으며(인문 22.4%， 자연 13.3%， 과학: 14.4%), 과학자는 특정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오히려 편협하고， 비논리적이고， 편파적이며， 주관적이라는 견해도

모든 집단에서 20% 정도 나타났다. 야러한 결과는 캐나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kenhead와 Ryan(l989)의 연구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실적 견해를 선

택했으며， 파학자에게 정반대의 특성을 더 많이 발견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5% 내

외에 불과했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양극으로 치우친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동료 사회 내에서의 검토는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과정이다

(Ziman, 1984). 검증과 과학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패러다임의

형성에는 집단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중요하며 (Kuhn， 1970), 과학 지식은 과학자 사

회 내부에서 결정된 전문가들 사이의 공식적 ·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Barnes， 1985; Kuhn, 1970)사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11

번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이론의 수용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인문: 77.6%, 자연: 80.6%, 과학: 82.2%) , 현대 과학철학자들의 견

해와 일관된 사실적 견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인문: 4.1% , 자연: 4.1%, 과학:

6.7%). 반면， 많은 학생들은 ‘과학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 · 보완이 이루어지며

결국 이론은 더욱 정확해지게 된다’는 견해(인문: 50.0% , 자연 64.3%， 과학:

63.3%)나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다른 과학자들에게 확신을 줘

야 한다‘는 견해(인문 23 .5%， 자연: 12.2%, 과학: 12.2%)를 지나고 있었다. 즉， 학

생들은 과학 지식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과도한 합리주의적 입장(Nadeau &

Desautels, 1984) 이 나 사물의 관찰에서 직접적으로 과학 지식이 얻어진다는 경솔한

실험주의적 입장(Nadeau & Desautels , 1984)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았다.

한편， 새로운 이론 수용의 기준으로 합의 도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집단별로 16-18% 정도 있었는데， 이들의 견해에도 맹목적 이상주의， 과도한 합리

주의， 경솔한 실험주의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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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문항 12에 대한 답지별 응답 빈도(%)

답 지 인문 계열l자연 계열1 과학고

1
(1.0)

10
00.2)

。

(0.0)

1
(1.이

98
000.0)

A 과학자들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

견해는 전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과 사실에 대한 과학

적 이해에 기초한다.

B 과학자들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과학적 견해는 전적으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

C 과학자들이 각자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경우(혹은 사실

의 중요성을 각자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의견의 불일치

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 이론이 다르기 때문이

며， 도덕적 가치나 개인적 동기와는 무관하다.

D 과학자들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서로 다르거나 불완전한 사실들 때문이지만， 개인

적 의견， 도덕적 가치， 개인적 동기 등도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E 과학자틀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불충분한 사실， 잘못된 정보， 서로 다른 이론， 개인적

의견， 도덕적 가치， 대중의 인식，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의 압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F 과학자들이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경우(혹은 사실의 중

요성을 각자 다르게 해석할 경우) 과학자들 사이에 의

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 의견，

도덕적 가치관， 개인적 선호， 정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의견의 불일치는 종종 사회에 대한 이익이나 위험 여부

를 고려하는 것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G 과학자들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H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I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못해서 답을 선택

할수 없다

J 위의 보기 중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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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견해나 도덕적 가치관은 사실의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Zoller et a1., 1990). ‘과학 지식의 형성에서 가치의 역할’에 대한 문항 12(표 11)에

서는 과학고의 경우 67.8%의 학생들이 ‘개인적 동기， 도덕적 가치，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과학자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엽장(D， E)을 보

여， 일반고 학생들(인문: 51.0, 자연: 44.9%)에 비해 사실적 견해를 지닌 비율이 높

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개인적 동기나 도덕적 가치의 영향을 극복하고 관찰 가능

한 사실과 사실의 과학적 이해에 기초한 의견을 가진다는 맹목적 이상주의적 입장

(A, B, C)도 집단별로 21-34%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에서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답지나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못

해서 답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답지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인문 17 .3%， 자연:

10.2% , 과학: 4.4%). 다른 문항에서 이들 답지의 선택률이 5%를 넘지 않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자의 개인적 동기와 과학적 견해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

생들에 비해 인식론적 입장에 기초한 사실적인 견해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나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고의 경우도 80% 내외의

학생들이 사실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과학적 이론의 성질’이나 ‘모델(모

형)의 성질’에서는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존재론적(ontological) 시각， 단순

한 실재론， 과도한 합리주의 등이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과학적 이론의 성질’에 관한 문항 13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론을 발견한다’는 입장과 ‘과학자들은 이론을 발

명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자들은 실재하는 과학적 이론을 발견해 낸다는 입장은 인

문 계열 60.2%, 자연 계열 66.3%, 과학고 56.6%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논

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업각한 존재론적 시각(Ryan & Aikenhead,

1992)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대 인식론과 일판된 인식론적 시각

(Ryan & Aikenhead, 1992)이 반영된 ‘과학적 이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들이 만들어 낸 유용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은 각각 11.2%, 10.2%, 16.7%에 불

과하였다. 한편， ‘어떤 과학자들은 우연히 이론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론을 발견하는 것이나，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설에서 이론을 발명하기

도 한다’는 답지졸 선택한 학생도 집단별로 15-23% 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학생

들은 매스컴이나 과학사 이야기 책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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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이들 매체는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주로 우연히 이루어진

발견을 다루어왔고(Ryan & Aikenhead, 1992), 이에 따라 과학 지식은 우연히 발견

된다는 학생들의 견해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모델)의 성질’(문항 14)에서는 과학고 학생들(54.4%)이 일반고 학생들(인문:

33.7% , 자연: 28.6%)에 비해 인식론적 견해(E， F, G}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표 12).

현대의 인식론에 의하면 모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과학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

므로(Ryan & Aikenhead, 1992) 모형은 실 재 의 복사판이 아니 다. 그러 나 20% 가량

의 일반고 학생들은 과학 지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실재론

(Nadeau & Desautels, 1984)에 가까운 견해 (A， B, C)를 지니고 있었으며， 존재론에

바탕한 과도한 합리주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는 D번 답지 또한 모든 집단에서

40% 가량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표 12> 문항 14에 대 한 답지별 응답 빈도(%)

답 지 인문 계열|자연 계열| 과학고

A 그렇다. 과학자들이 모델은 사실이라고 말하므로， 그것

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B 그렇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모델이 사

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C 그렇다. 왜냐하면， 모델은 실물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모델의 목적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 주고 알려 주는

것이다

D 모델은 점차 실재에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모델은 과학

적 관찰과 연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E 아니다. 모델은 각각의 한계 내에서 설명이나 학습에

도움을 줄 뿐이다.

F 아니다. 모델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우리의

지식 수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G 아니다. 사물의 실제 모습은 볼 수 없으므로 모델은 근

거있는 추측이나 아이디어이다.

H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I 이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못해서 답을 선택

할수 없다.

J 위의 보기 중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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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지식은 경험적 증거， 가정， 실험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 및 과학자

사회 내의 합의 과정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한 과학 지식은 확률적， 잠정적， 패러다

임 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다 (Kuhn， 1970, Ziman, 1984).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관

한 15번 문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사실적인 견해를 지

니고 있었다(인문: 80.6%, 자연: 73.5%, 과학: 84.4%). 그러나 이들 중 ‘과학적 사실

은 새로운 스키마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변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지닌

학생은 인문 계열 36.7%, 자연 계열， 29 .6%， 과학고 42.2%이 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과학은 과거의 지 식 에 대한 반박을 통해 발전한다는 반증주의적 입장(falsifi 

cationist position: Popper, 1963)이 스며있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사실이

이론 의존적임을 거부하는 견해나 과학의 발전은 지식의 축적이라는 견해도 집단

별로 각각 5~8%， 4~ 1O% 정도 나타났다. 과학을 불변의 사실로 믿어 왔던 사람

들이 과학 지식이 변화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과학관은 흔히 냉소주의

(cynicism)로 발전한다(Cotham & Smith, 1981). 따라서 과학에 대한 냉소주의를 극

복하기 위해서도 과학의 잠정성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의 인식론자들은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섯 단계 혹은 일곱 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란 없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Ryan &

Aikenhead, 1992). ‘과학적 방법’에 대한 16번 문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과학고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사실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인문: 83.7%, 자연: 77.6%, 과학: 95.6%). 반대로， ‘일련의 과학적 방법이 존

재하며 이 과학적 방법은 타당하고，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정확한 결과를 보장한

다’는 견해는 집단별로 2.2-9.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안

문: 68.4%, 자연 61.2%， 과학: 68.9%)은 논리 실증주의적인 과학적 방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학생들은 현대 인식론과 유사한 견

해이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 방법의 유용성을 암시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은 많은

경우에 유용하지만，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훌륭한 과학자는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도 활용할 것이다’는 답지를 선택하였다.

N. 결론 및 제언

과학적 소양의 세 가지 영역 중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이해는 과학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핵심적인 과학 개념의 습득에 바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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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들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VaSTS 문항

들을 이용하여 일반 고등학교의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 학

생들의 이해 수준 및 견해를 조사하였다.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과학고， 인문 계

열， 자연 계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하

위 범주인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

향’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 · 기술이 실생활 문

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 대해서는 과학고 학생들의 견해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실적이었다. 한편， ‘과학의 본성’ 영역에서는 과학고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하위 범주에서

도 과학고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과학의 제측면’ 영역에서는 자연 계열에 비해，

‘과학 지식의 인식론적 속성’ 영역에서는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았다. 특히， ‘과학 지식의 형성에서 가치의 역할’과 ‘모형의 성질’ 항목에서

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현대의 인식론적 견해와 유사한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

타났다.

현행 과학교육과정(교육부， 1992)에 서 인문 계열의 과학 과목은 중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교양 과학’의 특성을 띠는 반면， 자연 계

열의 과학 과목은 앞으로 과학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사람이 받게 될 전문 교육을

대비한 ‘준비 교육’의 특성을 주로 띠고 있다. 그러나 과학 · 기술과 사회의 관계 빛

과학의 본성 영역에 대한 자연 계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인문 계열과 유사하거

나 오히려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 계열 학생들에게도 STS 접근법을 통하

여 이들 영역에 대한 사실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각 영역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견해는 항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과학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경우， 학생들은 과학 · 기술의 영향에 대해 전

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때로는 이러한 시각이 지나치게 강화되

어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과학 · 기술자를 우선시하는 기술주의적 입장까지 나타났

다. ‘사회가 과학 ·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경우， 기업이나 이익 집단의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부나 대중의 영향에서는 사실적

인 견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

서는 많은 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소극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과학의 제측면’ 영역에서는 과학자의 중립성 · 객관성에 대한 맹목적 이상주의나

과학은 진실에 근접해간다는 과도한 합리주의 등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주

의 (Nadeau & Desautels, 1984)적 견해 및 과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시각 등이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과학 지식의 언식론적 속성’ 영역의 경우， 과학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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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인식론적 견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

나 ‘과학적 이론의 성질’이나 ‘모형의 성질’ 항목에서는 일반고 학생들 뿐 아니라

과학고 학생들도 과학은 실재를 반영한다는 단순한 실재론이나 과도한 합리주의적

견해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 학교나 대중 매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학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의 모습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Gallagher， 1991), 과학

의 본모습을 적절히 묘사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결국 학생들의 이해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듯이(Bybee， 1987; Duschl,

1988, Hodson , 1988), 과학이 과학자 중심의 비인격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활동

이라는 왜곡된 묘사를 극복하고， 과학 · 기술 • 사회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해

현대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시급한 과

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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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School Students'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Society , and

on the Nature of Science

Noh , Taehee . Kang, Sukjin . Lee , Sunuk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Among the three dimensions of scientific lite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society' and ‘the nature of science' have been less

emphasized than ‘the acquisition of scientific concep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views on these less emphasized

dimensions. Ninety eight 11th-grade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science

track of two academic high schools, 98 from the nonscience track of the same

two schools, and 90 from a science high school. In order to compare students'

views, 16 items (8 items for each dimension) were selected from the VaSTS

(Views on Science-Technology-Society), and administered in the middle of the

second semest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society.

However, in the item concerning ‘the influence of science/technology on

everyday life’,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positive views.

Concerning the nature of science,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I views were

generally more epistemologic and realistic, whereas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views were more naive and influenced by logical positivism. This

trend was notable particularly in the item concerning ‘the values in 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nature of models'. Sciencism-naive realism,

credulous experimentalism, blind idealism , and excessive rationalism-were

representatives of these naive views.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