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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should be sensitive to the complex and controversial SSIs (Socioscientific Issues), be able to 
make a responsible decision with evidence and empathy, and furthermore take political action for the 
larger welfare. The premise of this research is that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NOS) takes 
an important role when students and adults participate in the discourse on SSIs because SSI reasoning 
requires individuals to examine information and counter-information with skepticism. We therefore 
designed SSI programs that were incorporated with NOS by adapting a contextualized-reflective approach. 
The leading research question was to what extent SSI contexts contributed to promot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NOS. A total of 71 11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 school was 
located in an urban city near the capital city of Seoul, South Korea. We designed SSI programs to 
cover the issue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climate change, and nuclear energy. Each issue required 
four to six class periods to complete. We conducted pre- and post-program tests using the revised VNOS-C, 
recorded group discussions or debates and collected student worksheets to observe the increase of student 
NOS understanding. As a result of this program, students showed moderate improvement in their 
understanding of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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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교육에 있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왔다. 한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과학

교육과정 문서 및 교육과정 지침서는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MEST, 2009)은 미래의 인재상을 과학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파악

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함을 강조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과학관련 사회쟁점

(Socioscientific Issues; SSI, Fleming, 1986a, 1986b; Kolsto, 2001; 
Zeidler et al., 2005)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

으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 시민들은 완전하지 않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논의 과정에

는 쟁점에 관계된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과학에 대한 신념과 가치 등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이 갖는 가치

는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며, 과학의 형성과정 및 

과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및 그 결과로서의 과학의 가치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과학지식이 형성

되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반영된 가치와 신념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 또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Abd-El-Khalick, Waters & 
Le, 2008; Lederman, 1992, 2007).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규준을 습득하고,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

에 합리적으로 참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Lee, 201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 교육 방법으로 암시적 접근

(implicit approach), 명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 그리고 명시적-반
성적 접근(explicit-reflective approach)의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

다(Lederman, 1992; Khishfe & Abd-El-Khalick, 2002). 암시적 접근을 

통한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과학을 하는 방법이나 과학의 기능을 설명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탐구활동에 참여시킨다. Tamir(1972)와 Meichtry(1992)는 과학의 본

성을 탐구학습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학습의 부산물로 전제하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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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나 탐구중심 교육과정을 이용한 실험 집단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 접근을 통한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은 과학의 본성의 각 영역을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삼고, 각 

영역에 적합하게 의도된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암시적인 접근보다 

명시적인 접근이 효과적임을 제시(Abd-El-Khalick & Akerson, 2004; 
Akerson et al., 2000; Akerson & Hanuscin, 2007)하지만, 명시적 접근 

방법 또한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Yoo, 1999; Abd-El-Khalick & Lederman, 2000; 
Tao, 2003).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 접근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거나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

타냈으며(Bell et al., 2000), 과학의 본성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과학

사를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Abd-El-Khalick & Lederman, 2000; Tao, 2003).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접근 방법이다(Akerson & Volrich, 
2006; Bianchini & Colburn, 2000;  Khishfe & Abd-El-Khalick, 2002; 
Schwartz et al., 2000; Schwartz et al., 2004). 교수자는 과학의 본성을 

인지적인 학습의 산물, 즉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지도했을 

때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관련 사회 쟁점을 다루는 학습 환경이 과학의 본성의 

여러 측면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과학의 본성에 대해 반성적

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단순히 과학지식을 이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과학지식을 탐색하며 그것을 변형하

여 쟁점에 맞게 적용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느 정보가 과학적인

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과학적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점은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의 인식 

및 신념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이 형성되고 

타당성을 얻는 과정과 과학의 가치 및 한계, 즉 과학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Zeidler et al., 2002; Zeidler et al., 2009). 
SSI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I를 이용한 학습활동과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신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론을 형성한다는 Zeidler et al.(2002)의 

연구와 SSI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난다는 Matkins & Bell(2007)의 연구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Walker & Zeidler(2007)의 연구는 쟁점과 관련

된 논의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유용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 반면, Bell et al.(2011)은 명시적으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한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을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을 고려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과학의 본성을 일반화된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한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인 접근

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성의 각 요소를 하나의 개념으로서 명확

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의 본성을 정형화된 명제 

또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한다(Bell et al., 2000). 개념 또는 명제로서 

받아들여진 과학의 본성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하

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형태로 변형되지 못한다. 그리고 맥락 또는 상황과 괴리된 채 일반화된 

지식으로 남아있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개념 그 자체를 지식으로 습득하여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 인식론으로서 과학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과학의 본성을 지도할 때는 과학의 본성 이해의 맥락 간 전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 SSI를 통한 학습 환경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맥락화된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연구자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SSI 

학습 환경의 설계의 필요성 및 SSI 학습 환경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쟁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고려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

업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탐색하고, SSI 학습을 통하여 학생

들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연구자는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SSI 프로그램 투입 전후의 고등학생들은 

과학의 본성 인식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사립 고등학교 학생 71명(남학생 36명, 
여학생 35명)이 참여하였다. 이 고등학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제적 수준 및 성취도는 낮은 편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도, 과학 

학습,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관심 등이 모두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고등학교는 과학과에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어 2학년 

1학기에는 생명과학 I의 학습을, 2학기에는 물리 I의 학습을 완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습량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대학에서 공통과학과 물리를 전공하였

으며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과학을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현재의 과학수

업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의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교사는 SSI 교육 프로그램이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학습 전략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는 과학을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이해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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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flective-Contextualized Socioscientific Issue Instruction

Table 1. Main arguments on each issue

쟁점
SSI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논점

유전자 
변형 
기술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가?

유전자 변형 식품 섭취의 안전성, 유전자 변
형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평가
를 위한 실험의 신뢰성

기후변화
불편한 진실과 

지구온난화 사기극 
사이에서

이론의 대립,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
용하는 편견, 사회의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
에 미치는 영향, 근거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

핵에너지
우리나라 전력 
정책의 미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방사성 폐기물의 배출, 사회에 미치는 
거대 기술의 영향

교사의 목표와 기대는 연구자의 연구 목표와 부합하였고 교사와 협력

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SSI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 이해의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고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SSI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과학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SSI 주제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SSI 주제

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1) 각 쟁점은 과학

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의 가변성,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가, 2) 각 쟁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

인가, 3) 각 쟁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인가, 4) 각 쟁점은 학생들의 생활과 접하게 연결하여 제시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한 SSI 주제로 유전자 변형 기술, 기후변화, 그리

고 핵에너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교육 프로그램은 SSI 주제를 이용하여 만들어

진 문제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며 

자료 해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강조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과학의 

본성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학생

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신념에 도전적이거나 본인의 과학

의 본성 인식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여 과학의 본성 

이해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SSI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도입, 반성적 과학의 본성 학습, 의사결정

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도입 부분은 학생들이 쟁점을 내면화하고, 
쟁점과 관계된 과학 내용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쟁점 

제시는 학생들이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반성적 과학의 본성 학습 부분은 

SSI 맥락 안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

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성을 지식

으로만 소유하지 않고 과학과 관계된 글을 읽고, 과학적 담화에 참여하

고, 과학적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 전이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성적 과학의 본성 학습은 자료 해석, 그룹 토의, 발표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Figure 1). 자료 해석 단계는 쟁점과 관련된 글을 읽고 분석

하여 쟁점에 관한 개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

들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두 개의 시나리

오와 마주하였다. 시나리오는 각 쟁점에서의 주된 논의사항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논설문의 형태로 제시하였

다. 각 쟁점별로 제시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학생

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학의 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 시나리오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는 얼마나 타당

한가?’, ‘나는 각 시나리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는가?’,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얼마나 객관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룹 토의 단계는 자료 해석과 

초기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동질 집단, 이질 집단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SI 프로그

램에서는 직소 학습모형을 위의 3단계에 걸쳐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쟁점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조사하고 서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이해 집단을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 

학생들은 이해 집단 안에서의 그룹 토의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그룹의 의견을 형성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자료 해석단계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과 객관성을 평가하며 효과적인 토론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시민 

집단으로 이동하여 토론을 지속한다. 여기에서 시민 집단은 직소 학습 

모형에서의 모집단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떠한 

목소리가 더 타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SSI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절차는 의사결정 글쓰기이다. 앞의 반성적 NOS 학습 단계에서 

개인의 초기 의견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함으

로써 주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했다면, 의사결정 글쓰기 단계에서는 

다시 학생 본인의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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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와의 논의를 거쳐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적용되었다. 2013년 봄 학기 동안은 

생명과학 I 수업을 진행하며 유전자 변형 기술, 기후변화 주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을 학기에는 물리 I 수업을 진행하며 핵에너지 

주제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SS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 시간에 적용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수업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반성적 과학의 본성 

학습 모형보다 다양한 학습 활동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적용 후 교사와의 면담에서 연구자가 설계했던 다양한 활동들은 그룹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요인과 가치를 고려하게 되어 

학생들이 논의과정을 다소 복잡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로 축소

하여 5~6차시 가량의 수업 단계로 수정하였다. 유전자 변형 기술 주제

의 적용 이후부터 중간고사,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의 학교 행사 관계

로 프로그램을 도 있게 진행하기가 어려워 교사와 협의 하에 7월 

첫 주에 기후 변화 주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이 중단

된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기후 변화 

주제에 대한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기후변화 쟁점은7월 1,2주에 

적용되었으며, 유전자 변형 기술 적용에 따른 피드백으로 수정한 수업 

설계 절차에 따라 5차시로 구성하였다. 7월 3,4주와 8월은 기말고사와 

여름 방학으로 인해 프로그램 적용이 중단되었고, 9월 1, 2주에 핵에너

지 쟁점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쟁점의 경우 시민 합의문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등의 발표 단계가 더욱 강조되어 총 7차시의 수업이 진행되

었다.

3. 자료 수집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투입 전후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유전자 변형 기술 주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직전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설문조

사는 핵에너지 주제 프로그램을 적용한 직후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Abd-El-Khalick(1998)이 개발한 VNOS-C(Views of 

Nature of Science Questionaire - Form C) 문항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VNOS-C 검사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검사지로, 응답자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

으로 설명한다. VNOS-C는 SSI 맥락이 아닌 일반적인 과학 및 과학적 

지식을 생각할 때 과학의 본성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SSI 맥락으로 국한하여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VNOS-C 설문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의 목표로 하는 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의 가변성, 과학의 사회 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을 묻는 질문 1개, 과학의 가변성을 

묻는 질문 1개, 과학의 사회 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묻는 질문 2개를 

선택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설문지의 타당성은 과학교육 전

문가 2인에게,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에 참

여한 과학교사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와 과학교

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독성을 평가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 모두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전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71명이었고,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63명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후 설문조사에는 사전에 응답

한 63명 중 59명이 응답하였다. 사후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4명의 

학생은 외부 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 분석

에는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9명 학생의 응답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

다. 학생들과의 면담은 프로그램 적용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VNOS-C 설문 조사 결과 응답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학생 중 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4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학생

들에게 설문지 응답에 대한 구체적 설명, 활동지 응답에 대한 구체적 

설명,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와 활동지를 코딩하였으

며, 면담 자료는 전사하였다. 설문 조사와 활동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를 측정하였고, SSI를 

활용한 반성적 NOS 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과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자료와 연구자 메모를 

활용하였다.
Eastwood et al.(2012)은 VNOS-C를 이용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응

답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 분석틀은 과학의 본성을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 지식의 가변성, 과학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본성,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 이론과 법칙의 차이, 
과학적 모델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학생들의 응답을 높은 이

해 수준, 중간 이해 수준, 낮은 이해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이해 수준의 

정의와 예시를 제시한다. 연구자와 2명의 동료 연구자가 Eastwood 
et al.(2012)에서 제시된 분석틀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틀의 높은 이해 수준의 경우 과학의 본성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인 이해의 수준을 나타내 하나의 영역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높은 수준의 이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이해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stwood et al.(2012)이 제안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 및 연구 대상에 맞추어 분석틀을 

수정하고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의 개발 및 적용

은 Miles & Huberman(1994)이 제시한 교차자료 분석법에 따라 진행

되었으며, 각 영역에서의 이해 수준을 '미숙한 관점(naive view)', '과도

기적 관점(transitional view)', '숙련된 관점(informed view)', '성숙한 

관점(sophisticated view)'으로 표현하였다. 개발된 분석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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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ding scheme to analyze students’ answers
영역 미숙한 관점 과도기적 관점 숙련된 관점 성숙한 관점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을 증명된 사실로 이해한다. 과학을 자연현상을 진리와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과학을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과학을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자료 수집 및 해석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예) 종교는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지만, 과학에는 증명이 
된 것이 대부분이다.

(예)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풀기 위해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 종교나 예술과는 다르게 
과학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예) 과학은 가정과 증거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자연현상을 
해석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 이전의 모든 가설과 증명을 
바뀔 수도 있다.

과학의 
가변성

과학적 이해는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과학적 이해는 불확실하며 변할 
수 있음 이해한다.

과학적 이해는 시간이 흐르거나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면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과학적 이해는 시간이 흐르거나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면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변화의 과정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예) 과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된 사실이다. 한 번 옳다고 
증명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과학은 바뀔 수 있다.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더 
정확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예) 과학은 옳은 것으로 선택되기 위해 
언제나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설명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 바뀔 수 있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

과학은 사회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과학자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로서의 과학은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과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양한 
요인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예)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에서도 뉴턴의 법칙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과학은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예)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 번 
옳다고 증명된 과학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과학자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예) 과학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가치에 맞추어 과학자들이 
자료를 해석하고 과학 이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즘 과학자들은 
현재의 가치를 적용하여 자료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며, 과학 이론을 
만들어낸다.

Figure 2. Range of students’ pre- and post- SSI program 
VNOS-C scores

Table 2와 같다

연구자는 귀납적으로 분석틀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Eastwood et 
al.(2012)에서 제시한 높은 이해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관점이 존재함을 제안한다. 숙련된 관점은 영역에서 정의하는 문자 

그대로의 이해를 나타내는 수준이지만 성숙한 관점은 충분한 이해에

서 더 나아가 과학의 본성의 여러 영역에 걸쳐 보다 통합적인 수준에서

의 이해를 나타낸다. 과학의 본성에 대해 성숙한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의 여러 영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

에 자신의 신념에 도전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숙련된 수준의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VNOS-C 설문에 의한 자료를 양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을 미숙한 관점은 1, 과도기적 관점은 2, 숙련된 관점은 

3, 성숙한 관점은 4로 코딩하였다. 학생들이 동일한 과학의 본성 영역

에 대한 이해(예: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이상의 질문(예: 질문 3 및 질문 4)에 대해 드러냈을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응답을 선택하여 학생의 인식 수준으로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틀 개발 후 10개의 응답지를 골라 2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평가하였고, 채점자간 신뢰도를 검토

하였다. 이 때 채점자간 신뢰도는 0.83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

냈으며, 두 연구자는 동일한 관점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응답지에 대한 평가를 개별적으

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SS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

성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수정된 

VNOS-C를 이용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Figure 2
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응답의 총점의 분포를 나타낸 표

이다. VNOS-C 설문의 총점은, 과학에 본성을 구성하는 세 영역에 

대해 각각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므로,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까지의 분포를 갖게 된다. 프로그램 적용 전 VNOS-C에 대한 학

생들의 응답은 최소 3점에서 최대 9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지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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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re- and post- VNOS-C results

총점의 중간 값 (평균 값) Z p
사전 검사 6 (6.18)

-6.228 .000*
사후 검사 9 (9.20)

*p<.05

Table 4. Comparison of pre- and post- VNOS-C results for 
empirical NOS component

단위: 명(%)

미숙한 
관점

과도기적 
관점

숙련된 
관점

성숙한 
관점

χ
2 p

적용 전 52 (88) 5 (8) 2 (3) 0
78.906 .000*

적용 후 5 (8) 10 (10) 31 (53) 13 (22)
*p<.05그램 적용 후에는 최소 5점에서 최대 12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분포를 비교해 볼 때, 프로

그램 적용 후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

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

다. Table 3은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낸다. VNOS-C 설문에 대한 사전

조사의 중간값은 6점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적용 전 과학의 본성의 

세 영역에 대해 평균적으로 과도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 조사

에서의 중간값은 9점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의 

세 영역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SI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Z=-6.228, p=.000). 
SSI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과학의 본성 각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한 인식 변화

SSI 프로그램 적용 전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 5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5명으로 미숙한 관

점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5명에서 10명으로,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명에서 3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에는 과학의 실

증적인 본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없었으나, 프로그

램 적용 후 13명이 성숙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관점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점 분포 변화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χ2=78.906, p=.000, 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로부터 SSI 프로그램

이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이미 

밝혀진 법칙이나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 지식’, ‘답이 정해져있는 과목’ 
등의 증명이 되어 결론지어진 지식이라고 인식한다. 이 학생들은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며, 과학을 이미 형성된 

결과로서 바라보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SSI 수업에 참여한 후 과학

을 이미 증명된 지식 그 자체로 인식하는 학생의 수는 52명에서 5명으

로 크게 감소하였다.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해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학은 모든 사람이 보아도 옳아야 한다’, 
‘정확한 과학적 원리나 결과’ 등 과학에 확실한 답이나 진리가 존재하

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 ‘분석

하고 알아가는 과정’, ‘객관적 사실에 가까워지는 과정’,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 ‘정확한 과학적 원리나 결과를 알아내는 과정’, ‘새로

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 등 과학의 형성과정이나 과학적 방법에 초점

을 두고 과학을 인식한다. SSI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후 과학을 불변하

는 진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생

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사전

조사에서는 2명, 사후조사에서는 31명으로 과학을 타당화하는데 있어

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의 본성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2명의 학생만이 '과학은 근거

를 가지고 이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사후조사에

서는 26명의 학생이 '과학적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대답

하였고, 5명의 학생이 과학에 있어서 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학생들은 근거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속성 또는 실험 등을 

통하여 객관화된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한한다. 이렇게 근거의 

속성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이 과학에 있어서 실험적 증거

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주장은 … ’이라는 주어를 사용한 대답은 사후조사의 답변에

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SSI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과학의 형성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론이나 설명들이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더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근거를 갖추어야한다는 것은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과학의 실증

적인 본성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이용’, ‘증거를 사용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객관

적인 근거’ 등 과학이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과학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

하기보다는 논리를 형성하고 근거를 이용해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

이라고 인식한다.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근거를 찾고, 그것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거를 해석하는 과정’ 등 과학에서 근

거가 갖는 역할 및 과학의 형성과정에서 추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근거

가 나타나면 이전의 가설과 증명은 무너질 수도 있다’와 같이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과 과학의 가변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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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re- and post- VNOS-C results for 
social and cultural embedded NOS component

단위: 명(%)
미숙한 
관점

과도기적 
관점

숙련된 
관점

성숙한 
관점

χ2 p

적용 전 19 (32) 2 (3) 29 (49)  9 (15)
24.482 .000*

적용 후 2 (3) 4 (7) 25 (42) 28 (47)
*p<.05

SSI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한 인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대립

하는 국면을 살펴본 것은 학생들이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업 참여 이전에는 과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며, 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수업 참여 이후 이 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과학자들의 주장이 담긴 두 개의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께서 두 종류의 글을 주셨잖아요.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서로 논쟁하는 과학자들의 글이요. 지구온난화

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실험도 

그랬어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과학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과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SSI]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 '과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과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학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과학자

들이 과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적당한 근거를 찾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그런 과정들이

요. (S60)

과학관련 사회쟁점은 현대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

며,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속성

을 명확히 드러낸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른 과학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과학관련 사회쟁점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쟁점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은 학생들이 과학의 경험적 본성에 대해 생각하

도록 촉진하였다. 

과학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상상. 사람들이 자신이 상상한 것들에 하나 둘 

자료를 갖춰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둘 화석을 모아서 

화석이 점점 인간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 화석이 인간의 조상이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GMO 이슈도 

[안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불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그 불확실한 

것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료를 찾고, 그게 왜 맞아떨어지는지 이야기하고. (S54)

2.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인식 변화

SSI 프로그램 적용 전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 19명이었고,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2명
으로 감소하였다.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9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프로그램 적용 전 9명에서 적용 후 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점 분포 변화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24.482, p=.000, Table 5 참조). 
SSI 프로그램은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과학에는 상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관이나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나 철학적 가치가 변화한다고 해서 과학이 그에 따라 가치

를 반영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과학기술을 동

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대답으로부터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

재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 지식 또는 과학 

기술의 개념으로서 과학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을 구성하는 일부분만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

한다고 이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아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학 지식 자체는 보편적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학생의 답변은 과학과 과학지식이 서로 

다른 범주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

에 대해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과학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형성된 과학은 더 이상 가치

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과학을 이분하여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인식한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성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과학이 인간 활동의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를 반영

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숙련된 관점은 과학-기술-사회의 접한 관계의 맥락에

서 과학의 사회문화의 가치의 내재성을 설명하는 범주와 과학자의 주

관성에 초점을 두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사회의 맥락에서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이해하는 학생은 사회에서 사람

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는 다시 

발전한 과학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과학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과학자 변인의 맥락에서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이해하는 학생은 과학자가 갖고 있는 사

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과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까지는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자 자체가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의 사회적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사전 조사 29명
에서 사후 조사 25명으로 약간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사전조

사에서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성숙한 관점을 갖게 됨에 

따라 숙련된 관점을 갖는 학생의 수에서 약간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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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pre- and post- VNOS-C results for 
tentative NOS component

단위: 명(%)

미숙한 
관점

과도기적 
관점

숙련된 
관점

성숙한 
관점

χ
2 p

적용 전 5 (8) 21 (36) 28 (47) 5 (8)
12.040 .007*

적용 후 2 (3) 17 (29) 20 (34) 20 (34)
*p<.05

해석할 수 있다.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는 학생

들은 과학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특성을 과학에서 관찰과 

추론의 역할, 과학자의 이론 의존성, 과학의 가변성등과 연결하여 보다 

총체적으로 인식한다. 과학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과학자들이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과 과학에서 추론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강했

고, 교회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기 위하여 천동설을 지지할 수 있는 

과학을 계속해서 연구하였고, 현재는 군사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군수학이 많이 발달하였다는 답변을 통해 시대가 

변하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연구되는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

적 가치로 인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다’는 답변은 학생들이 과학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과정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과학의 사회

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형성

되는 과정으로서의 과학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 안의 과학

까지 과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은 SSI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의 사

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자세히 나타낸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신념에 인지 갈등을 일으켰다. 학생들

은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는 과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과학은 객관적

이고 논리적이라는 인식에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지속되던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이유는 정치나 경제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

로 이용했을 수도 있겠구나'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측면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과학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

요. … (중략)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S08)

반성적 NOS 학습을 위해 제공한 학습 자료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까닭에 

대한 질문을 통해 S41은 지금까지 다른 측면에 대한 의견을 접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대등한 입장에서 완전

히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시나리오는 학생들의 이러한 사고를 더욱 

촉진하였다.

[활동지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을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자료들이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이 옳지 않음을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측면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그런 측면을 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토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마다 정말 다양한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저쪽에서 이쪽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토론하면서] 중립적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려고 노력했어요. (S41)

3. 과학의 가변성에 대한 인식 변화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프로그램 적용 전 5명에서 프로그

램 적용 후 2명으로 감소하였고,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1명에서 17명으로 변화하였으며,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8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였다. 사전조사에서 과학의 가변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5명에 불과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는 

20명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과학의 가변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점 분

포 변화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 학생들의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12.040, 
p=.007, Table 6 참조). 이러한 결과로부터 SSI 프로그램은 과학의 가

변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의 가변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은 ‘물이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학생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의 가변성에 대해 미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과학을 이미 정형화된 지식으로 인식하며, 과학 지식의 

형성과정에서의 가변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과학 지식의 가변성에 대해 과도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지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과학지

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처음 다윈이 

진화론을 냈던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손을 거치며 점점 변화되어왔다’
과 같이 과학의 가변성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학생들의 답변에는 

과학지식이 변화하는 이유 또는 근거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제한적인 예시 또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가변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

에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예시와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과학지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도기적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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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가변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학의 가변성에 대해 숙련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가 프로그

램 적용 후 다소 감소(사전: 28, 사후: 2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의 답변은 과학의 가변성 인식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나타낸다.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한 후 과학에 절대적 진리,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사전: 16, 사후: 2)하였고, 과학이 근거의 

수집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증가(사전: 4, 사후: 14)
하였다. 과학지식이 가변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생들은 같은 인식을 

나타낸다. 학생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기존 이론의 모순이나 오류 등

이 발견되면서’ 과학 지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발전, 발달된 과학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옳다고 생각했던 사실

이 ‘빠지기도’하면서 과학지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

다. 기존 이론의 모순이나 오류 등이 발견될 때 과학지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답이 존재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며, 발달된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그동안 발견하

지 못한 정보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과학지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를 통해 형성되어가는 과학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과학의 가변성에 대해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립을 

통해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론이 달라지면’,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면, 
‘사회상을 반영’하여 과학이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답변한다. 이와 같

은 답변은 과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변수가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지식이 

변하는 속성을 갖는 이유를 각 이론들의 대립, 사회문화적 가치의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총체적으로 인식한다. 
SSI에 관한 논증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Sadler et al., 2011). S41은 SSI의 이러한 본성을 통해 

과학에는 여러 답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각 설명

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설명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한 설명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SSI가 갖고 있는 특성은 학생들이 과학의 가변성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SSI] 수업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과학에 정말로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설명들이 그럴 듯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가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설들은] 여러 증거들을 갖고 있고, 그 증거들이 맞아떨어져서 

언젠가는 그 가설이 맞는 설명이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에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고 꼭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근거나 

다른 생각으로 그 이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 이슈에서

도 정말 놀랐어요. 지금까지 백신을 맞으면 병에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과학자가 내세운 근거로 인해 그 설명이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 가능성이 주장될 수 있고 … [계속해서 

과학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S41)

과학의 가변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S63의 부모님은 목회자이다. 이 학생은 종교적 

가치에 의해 과학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고 그러한 방향으로만 과학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학생의 생각은 SSI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변화하였다. 기득

권과 편리함을 위해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

를 내는 과학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과학자들의 의견

에 따라 과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과학의 가변

성은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과학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SSI] 수업을 하면서 과학이랑 

과학자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과학자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B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두 종류의 과학자들은 서로서로 

이 세상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인정하고 있어요. 기득권의 반대편에 

서서, 뭔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것이나 더 옳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정말 과학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

요. [SSI 수업을 하고] 과학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대부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S63)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은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의 상관을 탐색하였으

나, 과학의 본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Bell & Lederman, 2003; Fleming, 1986a, 1986b; Sadler et al., 2004; 
Zeidler et al., 2002).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던질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하

며, 비판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과학자 및 과학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을 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과학 교육의 목표로 

할 때, 과학의 본성은 빠뜨릴 수 없는 교수 요소 중 하나이다(AAAS, 
1989, 1993; Choi et al., 2011; Millar & Osborne, 1998; NRC, 1996; 
NSTA, 1982). 많은 학자들이 과학의 본성을 명시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관련 사회 쟁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그 

교육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맥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을 

탐색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SSI 맥락 하에

서 과학의 본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적용하였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미치는 자료 해석 단계에 국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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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인식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I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

의 가변성,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모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SSI는 본질적으로 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이 대립한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쟁점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은 SSI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반성적

으로 고찰하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SSI 
학습 환경에서 쟁점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도

록 하는 반성적 교수 방안은 고등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이해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SI가 과학

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hishfe & Lederman 2006; Matkins & Bell, 2007; 
Walker & Zeidler, 2007). 

둘째, SSI 맥락은 과학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Miles & Huberman (1994)이 제안한 교차자료 분석법에 

따라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낮은(naive) 이해수준, 중간(transitional) 이해수준, 높은

(informed) 이해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SSI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한 학생들은 각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해를 발달시킴과 동시에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SSI 맥락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근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근거가 상충하며, 이로부터 서로 다른 주장을 만들어

내는 상황을 제공한다(Eastwood et al., 2012). SSI가 만들어내는 다양

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은 자연스럽게 과학의 본성의 여러 영역을 고려

하도록 만들었고, 학생들은 과학의 실증적인 본성, 과학의 가변성, 과
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

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이해의 발달은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인식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다.
셋째, ‘학습한 결과의 다른 맥락으로의 전이’를 고려할 때, SSI를 

이용한 과학의 본성 학습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본성을 위해 SSI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학생들은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과 과학의 가변

성에 대해 일반적인 맥락에서 SSI 맥락으로 과학의 본성 개념을 변형

하여 적용하지는 못하였지만, 한 번 학습한 개념에 대해서는 한 주제에

서 다른 주제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며, SSI 맥락에서 일반적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의 본성 

인식에 대한 전이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질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과학의 본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시해주었을 때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향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과학의 본성은 과학 교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학습 요소

이다.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 고려하며 과학이 갖고 있는 가치와 

한계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과학 지식에 합리적인 의심을 던질 수 있는 준거를 

갖게 되었고, 비판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과학자 

및 과학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의 가변

성과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성의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

학을 불신하거나 과학을 학습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의 가변성을 단순한 명제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갖고 있는 가치와 한계, 과학이 가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과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충돌하

는 반성의 과정을 거쳐 과학의 본성이 갖고 있는 참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Dewey, 1933). 

국문요약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과학 교육의 목표로 둘 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
반성적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결과가 제시된다. 과학관련 

사회쟁점(SSI)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며, 발달하고 있는 현

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 하나의 확실한 해결

책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완전하지 않은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관련 사회쟁점을 활용한 수업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

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SSI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I를 이용한 학습활동과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존재한다. 
이것은 과학의 본성을 일반화된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접근하고 과학

관련 사회쟁점과 관련된 맥락에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SSI를 통한 학습 환경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맥락화된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맥락화된 

상황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된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I 학습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71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SSI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VNOS-C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맥락화된 상황에

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과

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나타냈다. SSI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지속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 자료를 제공한 것이 과학

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전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제어 : 과학의 본성, 과학관련 사회쟁점, SSIs, 과학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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