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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러 과학교육학자들(Park, 2007: Hodson, 1998; 

Lederman et al., 2002; Matthews, 1994, 1998)과 과

학교육과정 문헌(NRC, 2000; NSTA, 2000; AAAS, 

1994; PBC, 1996; Donelly, 2001; McComas and 

Olson, 1998)은 과학의 본성(The nature of science: 

NOS)을 과학교육 목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강조하

였다. 예를 들어, 과학의 본성 이해가 과학적 소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Matthews, 1994; Lederman, 

1999; Hand et al., 1999; AAAS, 1994; NRC, 1996; 

NSTA, 2000; Bell and Lederman, 2003; Abd-El- 

Khalick and Lederman, 2000; Osborne et al. 2003), 

탐구활동을 참답게(authentic)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Vhurumuku et al., 2006; Schauble et al., 

1995; Sandoval and Reiser, 2004; Toth et al., 2002; 

Bell and Linn, 2000), 과학개념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

다고 주장하였다 (Windschitl and Andre, 1998; Tsai, 

2001). 

이에 많은 과학교육학자들은 과학의 본성을 정의하

고,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지도 자료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Lederman and Abd-El-Khalick, 1998; 

Ping-Kee Tao, 2003; Bianchini and Colburn, 2000; 

Bartholomew, Osborne, and Ratcliffe, 2004; Lederman 

et al., 2002; Sandoval, 2005). Park (2007)도 과학의 

본성에 대해 포괄적인 문헌 조사를 하여, 과학의 본성

에 대한 내용을 3범주로 나누어 (과학지식의 본성, 과

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 정리하고 과학

의 본성을 나타내는 진술문 42개를 정리한 바 있다. 그

러나 과학의 본성 이해를 위한 활동이 특별한 과학적 

탐구활동 속에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를 긴밀하게 연결시

키지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Park, under review; 

Sandoval, 2005; Lederman, 1998; Matthew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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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은 과학지식의 본성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

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의 본성도 포함한다(Park, 2007). 

과학적 사고인 귀납적 사고는 관찰로부터 규칙성을 찾

는 과정에서, 연역적 사고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예

측할 때 (Park & Han, 2002), 그리고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Park et al., 2001), 귀추적 사고는 

과학적 가설을 제안하는 과정(Park, 2006)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와 같이 과학적 

사고의 본성도 구체적인 탐구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인 과학적 탐

구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과학개념이 포함되

고 실제적인 과학적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학의 본성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Park(under review)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적 탐구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논의한 바 

있다: 과학의 본성 이해를 통한 과학적 탐구활동과 과

학적 탐구활동을 통한 과학적 본성의 이해. 이러한 논

의에 기초하여 박종원 (2007b)은 과학의 본성 이해를 

통한 과학적 탐구활동 모형을 3가지로 제안하기도 하

였다: 반성적 모델, 상호작용모델, 직접적 모델. 이 모

델에서는 과학의 본성 이해가 보다 참다운 과학적 탐

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 이해를 최종목표로 하고 

과학적 탐구활동을 수단으로 보고자 한다. 즉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의 본성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러한 배경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과학의 본성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를 3 영역- 과학

적 사고의 본성,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지식

의 본성 -에서 개발한다.

(2) 과학적 사고의 본성 자료를 과학영재에게 시험 적

용하고 반응을 분석한다.

(3) 과학의 본성 지도가 참다운(authentic) 과학적 탐구

의 지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시험 적용(pilot application)이란 개발된 

자료를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

에서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적용

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앞으로의 보다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시사점들을 추출하기 위한 적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험 적용에는 과학의 본성 3가지 측면(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접해보지 못한 주제라고 생각되

는 과학적 사고의 본성만을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최

승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 10학년에

서 다루는 과학의 본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학 지식

의 본성에 대한 내용은 61%, 과학적 탐구의 본성에 대

한 내용은 32%로 많으나 과학적 사고의 본성에 대한 

내용은 7%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연구방법

1. 과학의 본성 지도 자료 개발

Park(2007)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포괄적 문헌 연구

를 통해 과학의 본성을 크게 3 영역-과학적 사고의 본

성, 과학적 탐구의 본성, 과학적 지식의 본성-으로 나

누고, 각 영역에서 과학의 본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하

여 표 1과 같이 과학의 본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을 총 

42개로 정리하였다 (표 1).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나타낸 총 42개의 진술문 

각각에 대해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본 자료의 개발

에는 총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도 자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진

술문에 대해 각각 활동지를 개발하였으며, (2) 학생용 

활동지뿐 아니라 활동지마다 교사용 안내서도 함께 개

발하였고, (3) 과학의 본성, 과학개념, 그리고 과학적 

탐구가 함께 포함되도록 하였다.

자료의 특징 세 번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 1을 보자.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은 관찰과 

추론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활동으로 적절하지만 특정

한 과학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그림 1의 

두 번째 그림은 진자운동에 대한 과학개념과 과학적 

관찰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든 지도 자료에는 

(1) 어떤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것인지, (2) 어떤 과학개

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3) 어떤 과학적 탐구기능이 포

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였다.

개발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사

전 연구들(박종원, 2007a, 2007b; Park, 2007; Park, 

under review)에 기초하여 개발하였고, 개발 후 교사와 

함께 실제 수업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수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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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영재에게 적용

개발된 총 46개의 자료들 중에서 과학적 사고의 본

성에 대한 활동지 11개(표 2)를 3명의 과학영재들에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영재들은 대학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각각 1년간 이

수한 후에 선발되어 사사교육에 참여하게 된 3명의 학

생들이다. 참여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1명, 중학교 3학년이 1명, 중학교 2학년이 1

명이었다. 

학생들은 2~3주에 한번 꼴로 저녁에 출석하여 약 

2~3시간 소요되는 수업을 총 5번에 걸쳐 받았다. 총 

11개 활동이었으므로, 1개 활동에 약 1시간 내외 소요

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관련된 실험을 수행

하면서 활동지에 답을 하였고, 활동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면서 활동이 진행되었다. 모든 수업에 

2명의 연구자 모두 수업에 참여하였다. 

3. 설문지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설문지를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먼저 영재학생이라고 하더

라도 내용의 수준이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

해 자료의 난이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난이도 조

사는 추후에 대상을 달리하여(예를 들면, 과학고나 일

반고 학생 등) 적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라고 판

단하였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흥미도도 함께 조사하였

다. 

본 자료는 과학적 본성의 이해뿐 아니라, 과학 개념

의 이해와 과학적 탐구기능 습득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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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호는 표 1의 과학의 본성 진술문 번호를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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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조사하였다. 

Park (under review)은 과학의 본성 이해가 본질적

으로 과학적 탐구활동을 보다 참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 바 있다. 그리고 박종원 (2007a)은 과학

의 본성 이해가 기본적으로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준다고 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

기 위해 본 자료가 실제로 과학적 탐구 활동과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3).

4. 수업에 대한 반성

과학적 사고의 본성을 지도하는 데에는 2명의 연구

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수업 중 학생을 함께 지도하였

고, 학생의 학습활동을 관찰하였다. 수업 후에는 2명의 

연구자가 수업 적용에 대한 반성을 하였고, 이러한 수

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1. 과학의 본성 지도를 위한 자료의 개발

본 연구에서 1년간에 걸쳐 개발한 자료의 수는 총 

46개였다. 각 자료는 학생용 활동지(그림 2)와 교사용 

안내서(그림 3)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제목과 함께, 활동에 포함된 과학의 본성, 과학적 탐구

기능, 그리고 과학개념이 명시되어 있다(그림 2). 교사

용 안내서에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학생

용 활동의 결과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2. 과학적 사고의 본성 지도에 대한 과학영재의 

반응

설문지를 통해 먼저 활동지의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표 4), 각 학생의 난이도 평균은 3.27, 3.18, 3.00 나

왔으며, 전체적으로는 3.15가 나왔다. 5점이 ‘매우 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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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이고, 3점이 ‘보통이다’, 1점이 ‘매우 쉽다’를 나

타낸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활동지의 난이도는 보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가 

과학영재들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일반학생을 대상으

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수정할 필요도 있다

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과학고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적용된 활동 중에서 ‘원운동을 설명해 보자’가 평균 

4.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나타났고, 

‘귀납과 연역 구별하기’활동이 평균 2점으로 상대적으

로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표 5)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의 본성 내용 자체에 대해서 흥

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나 집에서 

해보기 힘든 실험을 해서 좋았다’는 1개 반응과 구리

봉에서 떨어지는 자석실험 외에는 특정 과학개념이나 

실험 내용에 대해서 좋았다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과학의 본성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다는 반응이었다. 사

실 학생의 흥미를 위해서는 재미있는 실험이나 경험, 

일상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

는 좀 추상적이지만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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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과학 영재에게

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표 6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적은 것들이다. 사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과학개념들(저항이 

4

5 4 3 2 1

0 00 2.33

000 2.00

0 00 3.33

3
0 00 3.33

0 0 0 4.00

00 0 2.67

00 0 3.67

0 0 0 3.00

000 3.00

0 0 0 3.00

00 0 3.67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온

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낮아진다는 것 등)도 배웠고, 새

로운 실험(전기줄로 줄넘기를 하더라도 지구자기장에 

의해 검류계 눈금이 움직이는 것, 유리컵으로 문질러 

소리내기 등)도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내

용으로 정리한 것에는 과학개념이나 실험 내용은 거의 

없었고 모두 과학적 사고의 본성에 대한 내용만 기술

하였다. 이것은 표 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학생

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으로 과학적 사고의 본성을 강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해를 목표로 하는 본 활동 자료의 의도가 충분

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표 7은 과학적 사고의 본성 내용이 과학 탐구활동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다. 

학생들은 (1) 귀납적 사고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서 과학

적 탐구에서 규칙성을 찾는 활동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2) 연역적 사고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서 실험

설계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3) 가설을 쉽게 받아들

이기 보다는 진위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4) 그리고 앞으로 새로

운 가설을 제안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유사한 

지식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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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2007a)은 과학적 탐구 자체에 이미 창의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귀납적 과정은 자연에 숨겨

진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상상력과 

추론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2) 귀납적 결론은 참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항상 새로운 지식이 가능하다. (3) 

과학적 가설을 지지하는 실험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학

적 가설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가

설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4) 새로운 가설은 기

존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때 연관 없

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유사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연

관시킬 때 창의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의 본성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표 8), 한 학생이 귀추적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없음’이라고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1) 귀납적 사고에서 결과가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 (2) 규칙을 찾는 과정이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3) 연역적 사고에서는 

가설이 지지되는 실험결과가 있더라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4) 논리적 설명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찾

을 때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점, (5) 새로운 가설을 제

안할 때, 끊임없는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

운 유사성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사고의 본

성 이해가 창의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가 박종원

(2007a)의 이론적 논의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해를 통해서 창

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즉 과학의 본성 이해 지도 자료가 과학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었다. 

3. 과학적 사고의 본성 지도에 대한 반성

첫째, 과학적 사고의 본성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기존의 과학수업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

에는 자신이 이러한 방식의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보였으나1) 계속 진지하

게 참여하면서 후반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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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그에 따라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정을 분석하

지는 않았지만, 과학적 사고의 본성 지도가 과학적 사

고의 발달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

다. 이 점은 앞으로의 연구주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둘째, 영재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 비해 좀 더 

깊고 넓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과

학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용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새로

운 과학적 가설을 제안하는 활동에서 볼 수 있었다. 그 

활동에서는 귀추적 사고를 소개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유사성을 찾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가설을 제안할 때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고 (즉 자신의 생

각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면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안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익숙

하지 못했다. 실제로 표 4에 의하면, 이 활동을 학생들

은 두 번째 어려운 내용(난이도 평균 3.67)으로 지적하

였다. 이러한 점에서 쉽고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양

한 상황에서 적용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하는 연습이나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

었다. 

셋째, 과학적 사고의 본성 지도를 통해 과학적 탐구

를 보다 참답게 지도하기 위한 방향들을 찾을 수 있었

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과 과학교

사들은 실험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표 6)에 의해서

도 분석되었듯이,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의 본성을 이해

하면서 비록 지지하는 실험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

로운 가설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들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외에도 본 활동에 포함된 탐구활동들이 다른 

요리책 식의 탐구활동보다 훨씬 학생들에게 흥미와 사

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지도를 위해 좀 더 고려해야 할 점

들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주제에 따라 지도에 소요

되는 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가설 확

증하기’ 주제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

지만 ‘원운동 설명하기’ 주제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시험적용을 통해 예상 소요

시간을 활동지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요약 및 결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의 본성을 학생들이 이

해해야 한다는 점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자와 교육

과정을 통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의 본성 지도

가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

도 있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

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들을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활

동지와 교사용 안내서가 개발되었다는 점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과학고에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학

생들이 흥미롭다고 한 내용과 배운 내용이 특정한 과

학개념이나 새로운 실험경험보다는 대부분 과학적 사

고의 본성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과

학의 본성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에 부합되었고 과학의 

본성 내용 자체가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서 과학

적 탐구활동에서 규칙성을 찾는데, 실험설계를 논리적

으로 수행하는데, 가설의 참과 거짓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

의 유사한 지식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은 과학적 탐구에서 충분히 중요

한 측면이므로 과학의 본성이해가 과학적 탐구를 보다 

참답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해가 창의적

인 사고에 도움을 준다고 한 응답 결과는 박종원

(2007a)의 논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과학

적 사고의 본성 이해가 과학적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매우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별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지도를 위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한 자료를 처음부터 대규모로 

적용하면서 성급하게 개발 자료의 효과나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수이지만 자세

하게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

다. 다음 연구에서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점차로 일반화할 수 있은 결론들이 얻

1) 이러한 점 때문에 공동연구자는 수업시 위 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먼저 질문하지 말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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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을 진술하는 총 42개의 

진술문 각각에 대해서 1년간에 걸쳐 과학의 본성 지도 

자료 46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자료는 구체적인 과

학적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개념과 탐구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자료는 학생

용 활동지와 교사용 안내서로 개발되어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자료 중, 

과학적 사고의 본성에 대한 11개 자료를 과학 영재 3

명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하였다. 시험 적용 결과, 난이

도는 적절했으며, 학생들은 과학개념이나 탐구활동 경

험보다는 과학적 사고 자체에 대해 배웠다고 반응하였

고, 마찬가지로 과학적 사고 자체가 흥미로운 내용이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반응과 교사의 관찰로

부터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해가 과학적 탐구활동을 

보다 참답게(authentic)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판단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

해가 과학적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반응이 이전의 이론적인 논의(박종원, 2007a)

와도 일치하여 과학적 사고의 본성 이해가 창의력 개

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 지도자료,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귀추적 사고, 참다운 과학적 탐구, 

과학적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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