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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134명의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다양한 과학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옳게 이해하지 못하

고 있었다. 과학교사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나노기술의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대

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교사들은 대부분의 나노기술 적용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개인정보를 담

은 체내 삽입형 칩이나 나노분자 미각 향상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에 관련된 정

보를 TV,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얻고 있었으나 교과서나 교사용 자료에서는 거의 얻고 있지 못했다. 과학교사들은 대

부분의 교과서가 나노관련 개념의 소개가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교사들은 주로 교과서에 나노관련내용이 있

을 경우에 이를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있었으며, 수업시간에 나노관련 개념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교사의 비율도 높았다.

주제어: 나노기술, 과학교사, 인식도, 태도, 과학수업

ABSTRACT. In this study, science teacher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nanotechnology are examined through questionnaires
gathered from 134 secondary science teachers. As a result, the study shows that science teachers have high perceptiveness. However,
they do not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on nanotechnology correctly. Science teacher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nanotech-
nology and they have perceived risks of nanotechnology as well as benefits of nanotechnology. Science teachers show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 whereas they show negative attitudes toward personal information chip and
nano-taste enhancer. Science teachers are exposed to nanotechnology via various sources such as TV and internet, whereas teachers
rarely get information on nanotechnology-related concepts in textbooks and teaching resources. Science teachers have perceived
many textbooks do not introduce enough nanotechnology-related concepts. Many teachers try to explain the nanotechnology when
textbooks include nanotechnology-related concepts, whereas quite a few of teachers do not introduce the nanotechnology-related
concepts in class. 

Keywords: Nanotechnology, Science teacher, Perception, Attitude, Scien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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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나노기술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전한 실현, 고효율의 

자원 활용시스템 및 친환경기술 구현 등과 같이 기술개발

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경제적 영향 또한 매우 높게 평

가받고 있다. 나노기술관련 세계시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급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 향후 10년 안에 나노관

련 사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예로 Lux Research 회사에서는 

2014년에 나노기술 시장규모가 전체 제조업산업의 15%
까지 성장하여 2조 6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였다.1 나노기술관련분야예산은 2008년 한국 2,429억원,2 
미국 2009년 15억 3000만달러3로 과학기술분야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모든 분야는 나노의 세계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가 나노물질을 다루는 연구들이다. 그런 의미로 화학

의 모든 분야는 나노관련분야이며, 현재의 과학 분야 중 

많은 분야가 나노와 관련이 있다.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기능성 옷, 접착제, 반도체분야, 유전자연구, 단백질연구, 
의약품 등 이미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화되어 

쓰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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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에 

비하여 과학교육분야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나노기술(Nanotechnology, 
NT) 분야에 대한 호기심, 탐구 의욕 등을 충족시킬 수 없

어 과학기술 해설자로서의 과학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4 
또한 수많은 뉴스와 우리의 사회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과

학적인 사실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최소한

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화학 과목은 현대화학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화학과 

나노과학과의 연결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교육과

정을 마친 학생이 이들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화학

Ⅰ에서는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소개하여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화학이 바로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의 근간임을 이

해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나노과학

이나 나노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화학Ⅱ를 선택하고 싶

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5 그
러나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교과서에 의존하며 

학교 과학교육에서 교과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나,6 이들 교과서의 내용이 이미 10년이 넘은 과거

의 과학 동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학교사

들이 현재의 과학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 7차 교

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 교사가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최신 과학, 과학자 이야기, 시사성 있는 과학 내용 등을 적

절히 과학 시간에 소개하여 학생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

게 하도록 권하고 있다.7 그러나 의도된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커 과거 과학 교과과정이 현재의 첨

단과학기술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

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친밀도를 높이지 못하고 결국은 실

제과학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주체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8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과학의 기여를 이해하고 이에 관련

된 과학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소통과 판단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과학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개정하였다.9

나노기술을 과학 수업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

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나노기술이 현

재 어떤 과학 분야보다도 가장 큰 정부지원과 기금을 받고 

있는 분야이므로 결국 미래의 과학이 가야 할 방향과 직업

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실제 연구되고 있는 

과학 분야이기 때문이다. Brett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나노기술을 연계한 수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흥미와 과학 수업 내용의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피드

백을 얻었다.10 국가의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주력 기술개

발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현재까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성의 논리에는 나노기술이 가지는 독특한 과학기술

적 가치와 잠재적 미래시장의 희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나노기술정책의 사회적 수용성문제가 대두되

며, 특히 일반인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를 조사

하는 작업은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3 과

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그 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와 관

련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중의 과학 이해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에 중요한 부분이

다.11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았던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PUS의 지식결핍(knowledge defit) 
모델과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된 연구나 

기술에 대한 결정요인과 관련된 것들이었다.12 이런 새로

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과학기술분야의 대중

의 지지와 관련이 있으며,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 수

준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부터 대규모의 조사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과학대중화

운동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었다. 최근들어 나노기술의 인

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점은 이 분야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3,13

나노기술과 대중에 관한 연구는 과학과 사회가 뒤얽혀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회이론을 밝혀 내는데 

중요하다.14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향상되

는 것은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일이

며, 나노기술과 관련된 공공의 정책들을 더 우호적으로 해

결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대중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은 과학기술과 대중들의 대

화의 시작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2000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대중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

시되었다.10,15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2005년 나노기술

영향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

한 연구사례이다.3,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에게 기

초적인 과학의 개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첨단과학 분야의 대표연구인 나노기

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시기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과학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목별로

는 물리 21명, 화학 44명, 생물 53명, 지구과학 13명, 공통

과학 3명으로(Table 1),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8월 사이

에 진행된 과학과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 중에서 연구에 참

여를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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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teachers

Answer (N)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General 
science

Middle school 15 21 29 8 3
High school 6 23 24 5

Total 21 44 53 13 3
.

Neighbor

Teaching resources

Textbook

Internet

Journal

Book

Newspaper

TV

The other 5.2

6.7

3.7

47.8

9.7

45.5

26.9

42.5

50.7

 0            10            20            30           40            50           60

Answer (%)

Fig. 1. Routes of acquiring information on nanotechnology(Multiple Responses)

검사도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11-23 과학교사용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은 여러 나라

에서 시행된 조사들의 공통된 문항을 중심으로 크게 1) 나
노기술의 지식에 관한 범주, 2)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와 관

련된 범주, 3) 나노기술과 교육의 연계에 관련된 범주로 구

성되었다. 
나노기술의 지식에 관한 범주는 ‘나노기술에 대하여 들

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와 같은 선택형 3문항과 ‘선
생님이 생각하시는 나노 기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
는 자율 서술식 1문항, 그리고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의 정

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기술은 눈(naked eye)으로 

거의 볼 수 없는(barely visible, 아주 조금은 볼 수 있다는 

의미) 물질과 관계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나노기

술을 이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만들고 있다.’와 같은 3문항

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T’, 옳지 않다고 생각하

는 경우엔 ‘F’에 답하도록 하였다.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에 관한 범주는 나노기술과 삶의 

영향에 관한 6문항과 나노기술 응용분야에 대해 4가지 관

점(‘사회에 도움을 준다’,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도
덕적 논의가 필요하다’, ‘추진해야 한다’)에서 평가하는 8
문항, 나노기술 정보원의 신뢰감을 묻는 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나노기술의 영향과 관한 문항은 ‘나노 기술이 우

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리커트 척도 문항

과 이에 대한 이유를 선택형으로 묻는 문항, 나노기술의 

악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고 ‘나노 입자가 인체와 환경

에 미치는 악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선택형 4문항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나노기술 응용분야에 대한 평가는 선행연구19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개 분야를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나노기술 정보원은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 ‘과학교

사’,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등 8가지

로, 각 정보원의 신뢰도는 5단계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나노기술과 교육의 연계에 관련된 범주는 ‘나노기술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

까?’, ‘나노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이와 관련

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나노기술

에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을 수업 중 설명하십니까?’와 같

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중등과학교사 

2명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26명의 중등과학교사

에게 예비 검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α)는 0.714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나노기술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인식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나노

기술에 대한 용어나 관련내용을 얼마나 들어봤는지를 기

준으로 하였다. 나노기술을 자주 들어본 사람이 나노기술

을 가끔 듣거나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나노기

술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노기술은 전문가

일수록 인식이 높다21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과학

교사들의 경우 95.5%가 나노기술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하여 매우 높은 인식을 보였다. 
2005년 조사16에서도 대중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의 조사결과18-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한
국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유는 나노 세탁기, 
나노 냉장고 등의 상업광고를 통해 나노기술을 접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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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 Knowledge: Percentages of “True or False” answers

 Answer (%) True False

Nanotechnology involves materials that are barely visible to the naked eyes. Is this true or false? 
Correct answer = False 42.4% 57.6% 

Industries have already used nanotechnology to make products.    
Correct answer = True 96.3% 3.7% 

Nanotechnology is predicted to be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KOREA’s economy.
Correct answer = True 99.3% 0.7% 

Table 2. Science teachers’ familiarity with nanotechnology and 
explanation

Answer (N) Knows only 
words

Explains 
some

Explains 
details Total

Heard a lot 13 40 1 54
Heard some 42 32 0 74
Heard a little 4 1 0 5

Heard nothing 1 0 0 1
Total 60 73 1 134

회가 많았고, 한국이 인터넷 사용 강대국으로 정보의 수용

성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6 
우리나라 국민은 과학기술 정보를 주로 TV에서 많이 

얻고 있었는데,17 과학교사들의 경우 Fig. 1에서 알 수 있

듯이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서적, 잡지, 인터

넷 등에서 고르게 얻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교과서나 교

사용 지도자료를 통해 나노기술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비

율이 매우 적었던 점인데, 아직 과학교사들이 교과서나 교

사 지도용 자료를 통해서는 나노관련 내용이나 최신과학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나노

기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교사는 55.2%정도였다(구체

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사 0.7%,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교사 54.5%). 과학교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으나 이에 대한 다양

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기회는 적어 구체적인 설명을 하

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

이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하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수업에 응용하는 것은 기

대하기 힘들 것이다.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서술형 문항으로 나노기술의 정

의를 물어보았다. 보통 나노기술의 정의는 국가별로 기관

별로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물질의 크기가1 ~ 100 nm
로 원자수준에서의 현상 및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

다.23 과학교사의 대부분은10-9 m수준의 미시세계를 다루

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과학교사들

이 나노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물리와 화학 교사들은 대부분 10-9 m수준이나 
원자나 분자 크기 수준을 다루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생물

과 지구과학 교사들의 답변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많았다. 

물리: 원자수준에서의 물질제조, 생체 약물투여 기술, 
일정 한계 이하(10-9 ~ 10-7 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기본 입

자 또는 구성단계를 통제 가능한 기술, 나노는 10억분의 

1 m의 세계로 아주 작은 분야를 연구하며 의료, 산업 등 각 

종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화학: 10-9 m의 작은 입자 또는 크기, 나노 (nm) 수준의 

과학 기술,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분야에 이르는 과학 기술, 
나노는 10-9 m ~ 10-10 m 정도의 분자 scale의 기술과학으로 

분자가 작아 표면적이 그만큼 증가하여 화학반응이 그 동안

의 과학에 비해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 분자수준 크기의 작

은 물질을 조작 및 제어하여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기술 

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 대한 기술, 전자현

미경 수준의 물질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 나
노 단위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 
매우 작은 크기(10-9 m)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

지구과학: 아주 작은(눈에 보이지 않는) size의 물체를 

이용한 과학, 미세구조에서 물질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

성, 10-9 m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신소재 개발을 하

거나 인체에 투입하는 기술

공통과학: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10-9 m)정
도로 미세한 부분까지 연구하여 신소재 개발, 첨단과학기

술 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기 위한 기술(모든 분야 관련)

 Table 3은 과학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기술과 관련된 참

과 거짓을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결과이다. 과학교사들

은 나노기술이 매우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육안으로 조금 관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57.6%나 되었

다. 나노수준의 물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극미세계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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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ason for positive effect

Table 4. Perspectives on nanotechnology application

Answer (%) Contribution to society Danger to society Requiring ethical discussion Pushing forward

1  Drug Delivery System 20.5 1.5 3 75.0
2  Sensor 21.1 3.8 7.5 67.7
3  Personal Information Chip 1.5 65.4 28.6 4.5
4  Taste Enhancer 3.8 18.8 54.9 22.6
5  Artificial organism 31.8 6.8 1.5 59.8
6  Detergent‐Free Clothes 18.0 3.8 12.8 65.4
7  Super Computer 21.8 6.0 17.3 54.9
8  Nano Robot 18.2 12.1 20.5 49.2

불구하고 이들을 활용한 응용품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이 많아 나노기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문항을 모두 맞춘 교사는 134명중 53명

(39.6%)이었으며, 이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했던 미국11 
의 조사결과(3.1%)와 비슷한 문항으로 조사했던 일본19 
의 조사결과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과학교사들이 가지

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모
두 나노기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었다. 
  
나노기술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태도

나노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과학교사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83.8%)’,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15.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0.8%)’로 나노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71.1%와 

청소년의 65.9%가 과학기술이 해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

라고 답하였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이다.17 나노기술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나노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으므로,20-21 과학교사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높은 인식

이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생각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수업시간을 통해 나

노기술에 대해 많이 접했을 경우 과학 분야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과학교사들이 최신과학기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수업과 연계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Fig. 2는 나노기술이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판단한 경우, 과학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나타낸 결과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이

유는 ‘현재기술의 한계 극복’ > ‘신소재 개발’ > ‘극소형화

와 초정밀화’ > ‘인간생명의 연장’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편 2005년 대중 조사에서는 ‘생활의 윤택함’> ‘현재기술

의 한계 극복’ > ‘인간생명의 연장’ > ‘타 분야에의 적용’ 
순이었는데,16 과학교사들이 과학기술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비해 대중들은 현재 생활이 좀 더 윤택해

지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
후 나노기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경

우 대중들은 그 이유로 ‘기술의 안정성 미흡’> ‘상당한 투

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으로 대답하였으나,16 과학교

사들은 대부분 ‘상당한 투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를 이

유로 뽑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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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ave you heard ‘Grey Goo’ and Possibility of its realization

 Mean SD t p

Yes 2.97 .82 2.88 .005 No 2.49 .97
*p < 0.05. Likert 4-point scale(1: highly possible, 2: possible, 3: im-
possible, 4: highly impossible)

    

Science teacher (3.40)

Science textbook (3.43)

Internet (2.84)

TV and Newspaper (3.03)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es (3.04)

Company to use nanotechnology (3.01)

Non-Government organization (3.66)

Nanotechnology researcher (3.9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tronly distrust Distrust Neutral Trust Strongly trust

Fig. 3. Trust of nanotechnology sources(average valuea). aLikert 5-point scale(1: strongly distrust, 2: distrust, 3: neutral, 4: trust, 5: strongly
trust)

 구체적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현재 실현되고 있거나 향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나노기

술 응용분야에 대하여 4가지 관점(‘사회에 도움을 준다’,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도덕적 논의가 필요하다’, 
‘추진해야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Table 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교사들은 ‘1 암세

포만을 대상으로 약을 투여하는 약물전달시스템’와 ‘5 장
애를 완전히 보완하는 인공기관’과 같이 현재의 의료기술

의 한계를 극복하는 분야와 ‘7 현재 최고 속도보다 10억 배

나 빠른 컴퓨터’와 ‘8 원자 단위의 제조가 가능한 나노로

봇’과 같은 현재 과학기술의 획기적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수

준이 높으면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가 매우 우호적이고,11 
전문가들이 대중들보다 나노기술의 잠재적 혜택에 대해 

보다 더 낙관적 이므로,24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과

학교사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도 매우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있는 ‘3 대량의 개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체내 삽입형 칩’과 아직 인체 안정

성이 검증되지 않은 ‘4 저칼로리 식품에 첨가되는 맛이 좋

아지는 나노분자 미각 향상제’ 등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

다. 이는 같은 설문으로 조사되었던 일본의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19 일반인은 나

노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부정적인 경제적 영

향’ 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한다 는 연구결과23와 유사하였

다. 최근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가 급증함에 따라 나노기술

에 대한 무분별한 호의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이 함

께 대두되고 있다. 과학교사는 수업을 통해 과학개념을 전

달하면서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일반

인보다 더 나노기술에 대한 교육적인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는 정보 제공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기술에 대한 접촉 정도와 나노기

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1 나노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므로,22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Table 5는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의 긍

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의 정보도 알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과학교사들에게 나노기술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시나리오(Grey Goo)를 제시한 것과 관련된 결과이

다. 과학교사의 28.6%가 이에 대해 이미 들은 적이 있었으

며, 나노입자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가

능성에 대해서도 44.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그레이구와 같은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는 경

우 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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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의미한 차이(p < 0.05)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새로

운 기술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의 확산을 통해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과장이나 잘못된 사실 유포로 인한 대중

적 혼란과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Fig. 3는 과학교사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나노기술 정보원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알

아보았다. NIAIST(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19의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

은 곳은 연구자였으며,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정부와 

관청이었다. Cobb11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기업

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과학교사들의 경우 나노기술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신

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

관, 언론 등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기술 연구개발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신뢰도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태도

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노기술 분야의 주역들에 대한 신

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책을 모

색할 필요성이 있다.1 

나노기술과 과학 수업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과 같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

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주로 인터넷 검색(57.9%)이나 과

학기술자(36.8%)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겠다고 답하였

으며, 과학교사에게 묻겠다는 응답은 0.8%로 매우 낮았다

(Fig. 4). 2005년 조사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궁금점을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68.2%)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16

과학교사나 대중이 인터넷을 선호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

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선택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학교사

나 교사용 자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얻기에는 정보가 풍

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처럼 새로운 과학 기술이 출현

할 때,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특별 강연 및 전시회’와 ‘신문 및 방송 프

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한국의 대

중들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및 방

송프로그램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13,17 과학

교사들은 강연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강연이나 실제 관

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과 나노기술의 연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교사들에게 과학교과서에 나노기술 관련 내용이 실

려있는 지를 물은 결과 과학교사들은 현재 과학교과서에 

나노기술관련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는 답변이 38.3%로 

높았으며, 대부분은 한 쪽짜리 부록(29.3%)이나 단어 정

도만 언급(30.1%)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첨

단과학관련 기술은 탐구활동 보다는 교과서 본문에 포함

되어 설명되고 있거나 ‘읽기자료’와 같이 자료제시 형태

로, 또는 단순히 그림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5 현재의 과학교육과정은 최신 과학에 대한 소

개와 연계가 부족하고,5 과학 교과목과 교과서에 따라 소

개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종류와 수업자료 형태도 매

우 다르다. 특히 고등학교 과학(1학년)은 학생들의 자연계

로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첨단과학기술들이 

더 반영되어 장차 많은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4,26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나노기술에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을 설명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Fig. 6와 

같다.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이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에

는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과학 수업 중에 나노기술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수업시간에 자주 관련 지

어 설명하는 교사는 현재의 과학기술동향에 꾸준히 관심

을 가지고 수업에 연계하고자 노력하는 교사라 판단된다. 
 과학교사가 나노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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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o you explain the nanotechnology-related concepts or contents in class?

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현재의 과

학을 접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최신 과학기술과 이들의 응

용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하며, 그 정보는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나노관련 내용이 실려 있

을 때에는 이를 설명하려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

아 교육과정 내에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관련 수업소

재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은 일반적인 과학수업에 비

해선 자신의 수업이 나노기술에 대한 연계가 더 이루어지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이 방학 중 다

양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므로 이들은 스스로 전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다른 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수업이 최신의 과학을 좀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사들은 앞

으로의 과학수업은 수업 중에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을 적절히 접목하는 것(54.9%)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교과서에 단어정도만 소개(39.1%)하거나 부록

(3.8%)으로 내용을 싣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전혀 다

루지 않는 것이 좋다(1.5%)는 응답도 있었다. 과학교사들

의 경우에도 과학수업에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소개

나 연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

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다양한 과

학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노기술

에 대한 정보는 TV와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얻고 있었

으나 교과서나 교사용 자료에서는 거의 얻고 있지 못했다. 
나노기술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교과서는 나노관련 개념의 소개가 부족하고, 나
노관련 개념이 실려 있더라도 간단한 언급이나 부록에 그

치고 있었다. 2005년 나노기술 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한 균형 잡힌 나노과학기술의 소

개,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나노기술 교재의 제

작과 배포를 제안했다.27 미국, 대만과 같은 과학 선진국들

이 첨단과학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을 위한 첨단과학교육 프로그램과 과학교사들의 교육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28-30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

학수업과 연계된 나노기술관련 수업자료는 찾아보기 어

렵다. 
둘째, 과학교사들은 나노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었다. 과학교사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태도

는 그들이 갖는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와 인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과학교사들이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와 인식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들의 인식과 태

도에 따라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이 확

대 해석되어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옳

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인터넷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국가 차원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옳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와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학교사들

이 나노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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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셋째, 과학교사들은 주로 교과서에 나노관련내용이 있

을 경우에 이를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나노관련 개념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 교사도 있었으

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소개는 특별강연이나 전시회, 대
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
리의 일상생활이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생들

이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나노기술을 교실로 들여

와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고등학교나 대학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31 과학수업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고 일상생활

에서의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배우며,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간이다. 따라서 과학수업에 나

노기술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과

정에 첨단과학관련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교육과정의 과학수업 내용도 최신과학내용까지 연계하

여 수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응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표면적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경우 물

질을 잘게 쪼갤수록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나노의 세계

까지 확대하고, 탄소나노튜브의 연소와 같은 실험으로 기

존의 교육과정을 최신과학까지 확장하는 수업이 가능하

다. 이를 위해 과학교사들이 과학수업에 최신 과학 동향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과학연수와 같은 연수 등이 시

기적 공간적으로 다양화되어 많은 과학교사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첨단과학연수

가 시행 초기로 주로 최신 과학 동향을 소개했다면 앞으로

의 연수에서는 최신 과학 동향을 기존의 과학교육과정에 

접목하여 과학수업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

으로의 연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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