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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모여 지식을 만들어 가는 사회

인 과학자 사회는 일반인의 세계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을까? 전통적

으로 과학자는 자연현상의 비 을 전해 주는 천재적이고 웅적인 

존재로 신화화되거나 혹은 인류 전체의 공공선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하는 성인(聖人) 혹은 현자(賢者)의 이미지로 미화되곤 했다(Broome 

& Peirce, 1997; Oreskes, 1996; White & Wallace, 1999). 그러나 최근

에는 과학자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직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Bray & 

von Storch, 2017; Macfarlane & Cheng, 2008). 과학교육에서도 인간

으로서의 과학자의 모습은 과학의 본성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에 한 고정관념을 알아보는 

과학자 그리기(Draw a scientist test, DAST)와 같은 연구들은 과학자 

개인에 한 학생들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또한, 

과학자에 한 바른 이미지 형성은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를 형성

하는 데에도 향을 미치는 만큼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며 

관심을 기울여 왔다(Bernard & Dudek, 2017; Chambers, 1983; Choi, 

2005; Narayan, Park, Peker, & Suh, 2013). 그에 한 일환으로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 역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1-3

학년군의 ‘과학이란?’ 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

며, 이러한 맥락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MEST, 2009; MOE, 2015). 그러나 현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과학적 성과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천재적인 과학

자 한 명의 지적 노력만으로는 얻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나 혹은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과학자들 간의 

긴 한 협업적 공조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Kim, 2012; 

Lee, Lee, & Ha, 2013). 표적인 사례로 세계 여러 나라의 협동으로 이루

어진 인류 전체의 지적 자원이었던 인간게놈 프로젝트(Vermeulen, 

Parker, & Penders, 2013), SARS에 한 국제간 협동연구(Stöhr, 

2003),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한 글로벌 협력연구(Bray & von 

Storch, 1999; Kim, 2012) 그리고 최근 진행된 CERN의 입자물리학 

연구(Smith, 1999) 등이 있다. 이처럼 최근의 과학은 과학자 개인이 

아닌 과학자 사회에 의하여 사회적 활동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규범 체계를 통하여 지적 산물을 

창출하고 발전을 이룩해 왔다(Galison, 1997; Lee, Lee, & Ha, 2013). 

심지어는 유전공학 혹은 인공지능에 한 모라토리엄 선언 및 자체 

규제안을 만들었던 1975년과 2017년의 아실로마 회의(Asilomar 

conference) 그리고 최근 사이언스지의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

위 편집 연구와 관련된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처럼(Asilomar, 

2017; Torrensen, 2018) 함께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이 연구하는 것에 한 위험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에 한 연구 

중단 선언도 할 정도로 과학자 사회의 자율적 규범은 현 과학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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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의 과학의 본성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과학자 개인뿐

만 아니라 자율적 공동체인 과학자 사회 모습에 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 사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학자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과학학(science studies)의 한 분야가 과

학사회학이며, 과학사회학에서 말하는 과학자 사회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과학 규범이다(Lee, 2003; Merton, 1973; Bak, 2006, 

2007). 제도주의 과학사회학의 기본적인 주제이자 미국의 구조 기능

주의라는 패러다임 아래서 도출된 사회학자 Robert King Merton이 

제시한 일명 CUDOs는 과학자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규범을 나타내

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왔다(Bak, 2006; Bray & von Storch, 

2017; Merton, 1973). Merton에 따르면 과학은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공인된 

지식의 확 (extension of certified knowledge)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

학자 사회는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는 없는 구조적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ak, 2007; Merton, 1973). 특히 Merton은 이 과정

에서 과학자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

하 다. 그러나 제도주의 과학사회학에 한 최근의 비판연구들은 

Merton이 제시한 과학자 사회의 규범이 하나의 가치지향점에 가까운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이며, 실제 과학자 사회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Bak, 2007; Bray & von Storch, 

2017).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접경을 찾기 힘든 테크노사이언스

(technoscience)의 시 가 도래하고, 과학의 상업화나 거 화 그리고 

분야 간 구분이 각종 융합 분야의 출현 등으로 ‘과학자’ 그리고 ‘과학

자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개념의 실체나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감

에 따라 최근에는 Merton이 제시한 과학 규범인 CUDOs가 시 에 

따라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비판연구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Bak, 

2006; Hagstrom, 1965; Mitroff, 1974). 특히나 Merton의 과학 규범이 

도전받는 이유는 과학자 사회가 현실 세계의 사회와 무관하게 독립적

으로 자율적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규범에 의하여 지식생산과 확

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의 연

구들에 의해 과학과 사회가 서로 무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은 과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의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Socio-Scientific Issues, SSI) 교육 등은 이

러한 반향이라 하겠다(Zeidler & Nichols, 2009; Zeidler et al., 2005).

과학자 사회의 규범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 적 상황에 따라 형성

되는 일종의 유동적인 합의라 할 수 있다(Bak, 2007; Bray & von 

Storch, 2017; Macfarlane & Cheng, 2008; Merton, 1973). Merton이 

과학사적 탐구를 통해 검토한 과학혁명기부터의 유럽사회 그리고 과

학사회학 연구를 수행하던 1930∼40년  미국 사회의 상황은 오늘날 

한국의 시 적 상황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시 나 사회적 

맥락은 과학자 사회에 역시 다른 향을 주게 되므로 형성되는 과학 

규범 역시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과학자 사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일까? Merton 시 의 고전적 규범의 모습일까? 

아니면 오늘날의 상업화나 다학제적 협업 사회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모습일까? 학생들이 과학자 사회의 제도적 가치지향의 토 인 과학 

규범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 사회의 과학을 이

해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다양한 

과학 규범에 한 인식체계나 가치지향 등에 관하여 정량적인 데이터에 

의한 비교 연구 및 종단적인 발달 연구를 하고 싶어도 머튼주의 과학 규범

의 다양한 면을 확인할 적당한 검사도구가 없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머튼

주의 규범 구조를 근거로 과학자들의 설문을 수집한 연구는 있다. 예를 

들어서 Bray & von Storch(2017)는 기후변화 과학자들의 규범적 인식

을 이해하기 위하여 20개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하 으나 다양한 문항 타당

도에 관한 정보는 보고하지 않았다. Anderson et al.(2007)는 미국 과학

자들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에서 규범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머튼주의 과학 규범에 관한 문항 10개를 활용하 으나, 

측정도구로서의 타당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 규범에 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과학 규범에 한 인식 측정 도구를 예비교

사에게 투입하 다.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 형성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 이유는 과학의 본성 교육처럼 그 의미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으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역에서는 교수자의 가치

지향에 따라 지도행위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기 때

문이다(Irzik & Nola, 2011; Shin, Lee, & Ha, 2016). 더욱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학 규범이 과학의 본성 교육,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교육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Kilinc et a., 2017; Lederman 

et al., 2001; Mesci & Renee’S, 2017; Palmquist & Finley, 1997).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에 한 인식에 따라 과학의 본성과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이슈에 한 이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 규범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Merton이 주장했던 이상적인 과학자 사회에 한 

규범적 가치에서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과학 규범 체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과학자 사회에 한 인

식과 가치지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 다. 물론 Merton의 과학 규범인 

CUDOs는 앞서 선행연구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과학

자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일종의 지향점에 가깝다. 따라서 현 사회

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ton의 CUDOs 체계를 하나의 기준

점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학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과학교사들이나 혹은 

예비교사, 또는 과학의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 학문 후속 세 들이 

형성하고 있는 과학 규범의 모습은 동시 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록 현 사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은 있으나 시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과학자 개인의 소속

이나 신분과 같은 다양한 맥락적 조건들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표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확실한 과학 규범에 한 

예비교사나 학생과 같은 훈련 및 형성단계의 응답자들에게 얻은 다양

한 반응들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움직이지 않는 비교 

상인 일종의 시금석(試金石)이 요구된다. Merton의 과학 규범은 그

러한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규범이지만,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개

발한 검사도구를 통하여 우리는 응답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이상적인 

과학자 사회의 규범 체계에 한 인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역으

로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로 Merton의 과학 규범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에 해 반

되는 내용으로 질문하여 과학 규범 인식을 측정하는 이유는 Merton의 

과학 규범이 매우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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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ton의 과학 규범은 지향점으로, 평범한 인간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인식과 같은 심리상태에 한 측정은 평범한 심리상태, 

즉 과학 규범에 반하는 문장으로 물었을 때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과학 규범에 관한 인식을 그 로 질문할 경우, 응답자

들은 상황에 따른 자신의 인식이 아닌 과학자 사회에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지향점을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과학자 사회의 규범 체계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이자 과학사회학이라

는 분야의 토 를 닦은 R. Merton이 제시한 과학 규범인 CUDOs에 

기반을 두고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토 로 제시된 자세한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규범 인식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다. 

2.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과학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 인식

을 비교한다.

3. 군집분석을 통해 과학 규범에 한 인식의 유형을 탐색한다. 

Ⅱ. 연구 방법

1. 과학 규범 인식 측정 문항 개발

이 연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문항을 개발하 다. 이 과정에서

는 과학교육 전문가인 연구진 3명을 포함하여 박사과정의 과학교사 

2인도 함께 참여하 다. 먼저 과학 규범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탐색하 다. 과학사회학이라는 분야의 토 를 닦은 R. Merton의 연구

와 그의 연구 이후에 제시된 다양한 과학 규범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

다. 문헌 검토에 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 결과의 내용 타당도에 

제시하 다. 문헌을 바탕으로 예비 과학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의 언어로 문항의 초안을 개발하 다. 문항의 초안은 연구진에 의

하여 1차로 개발하고, 2인의 과학교사의 검토와 10명 이상의 예비과

학교사들에 한 사전 적용을 통해 이해 가능성을 확인하 다. 초안

은 총 36개 문항이었으며, 예비 과학교사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다양한 통계 검정을 거쳤고, 부적합 

문항을 제외한 재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확인하 다. 최종적으로는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항목과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항목의 두 문항씩 부적합 문항이 제거되어 32개 문항이다. 과학 규범 

인식에 관한 문항 확정한 뒤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분석하 으

며, 군집분석의 자료로 활용하 다.

2. 참가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를 위해서 두 개 사범 학의 과학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260

명의 예비과학교사가 참여하 다. 전공을 밝히지 않은 7명을 제외하

고 물리전공이 23.3%, 화학전공이 22.9%, 생물전공이 27.7%, 지구과

학전공이 26.1%이었다. 학년별로는 학년을 밝히지 않은 2명을 제외

하고 1학년이 33.7%, 2학년이 34.5%, 3학년이 27.1%, 4학년이 4.7%

로 학년별 분석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을 한 그룹으로 하 다. 참여자 

중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이었다. 

3. 문항 타당도 분석 및 통계 검정 방법

과학 규범 인식 측정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essick 

(1995)의 타당도 모델을 활용하 다. 먼저 내용 타당도는 문헌 분석과 

문헌 분석 결과에 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 다. 개발된 문항

에 한 예비과학교사들의 응답 반응 등 문항 적합도와 여러 가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쉬 분석을 활용하 다. 문항 적합도인 

MNSQ를 포함한, Person reliability, Item reliability 등을 확인하 다. 

자료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Cronbach alpha 역시 확인하 다. 내적 

구조에 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하 다. 집단별 차별적 문항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쉬 

분석에서의 DIF값의 차이를 확인하 다. 전공별, 성별, 학년별 점수 

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활용하 다. 라쉬 분석에는 WINSTEPS 

3.92.1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통계적인 분석들은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문항의 타당도 및 수집 자료의 신뢰도

과학 규범 문항의 타당도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내용 

타당도이다. 이 장에서는 R. Merton의 연구와 그의 연구 이후에 제시

된 다양한 과학 규범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개발된 문항의 내용

의 타당도를 밝히고자 한다. 과학 규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

구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규범적 구조에 한 이해

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과학사 사회를 이해하고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드러낼 검사도구

는 과학자 사회의 규범 구조에 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과학자 사회의 독특한 사회구조와 성격에 해서는 Merton(1973)과 

Polanyi(1962)의 선구적인 연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으며. 이들의 연구

는 오늘날 과학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토 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rton(1973)은 여러 사회집단 중에서도 과학자 집단이 유독 

성공적으로 발달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규범 구조

과학 규범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탐색

↓
전문가에 의한 문항 초안 개발

↓
예비 과학교사를 상으로 자료 수집

↓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통계 검정

↓
부적합 문항을 제외한 재분석

↓
과학 규범 인식 측정 문항 확정

Figure 1. The process for i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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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상체계에 있다고 보고 ‘과학자 공동체(scientific community)’의 

규범 구조로 비록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학 사회는 인지적 

규범(경험적 증거, 논리적 일관성, 체계적인 예측)과 사회적 규범(공

유성, 보편성, 조직화된 회의, 탈이해관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이들 중에서 Merton(1973)은 사회적 규범에 초점을 맞

추었고 공유성(communism 또는 communality), 보편성(universalism), 탈

이해관계(disinterestedness), 그리고 조직화된 회의(organized skepticism)

라는 세부항목의 머리글자를 따서 CUDOs라는 과학의 규범적 구조를 

제시하 다. 그러나 Merton(1973)의 CUDOs는 이후 많은 비판에 직

면하 고, 경험적 데이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Merton의 예상과는 

달리 행동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에 CUDOs는 논란의 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일종의 항 규범을 함께 지니고 상황에 맞

추어 규범을 편의 로 적용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었다(Mitroff, 1974). 이후 이어진 다양한 연구

들에서 Merton(1973)의 CUDOs는 과학 사회가 ‘이러하다(현실적 모

습)’라기 보다는 ‘이러해야 한다(이상적 지향점)’라는 것에 가깝다고 

여기게 된다. 특히 Mulkay(1976)의 연구에서는 규범이라는 것이 해석

의 상이기 때문에 규범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 다. 오히려 CUDOs와 같은 규범 체계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나 신념에 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정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Sismondo, 2004). 따라서 지금까

지의 과학사회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Merton(1973)의 

CUDOs로 표되는 과학 규범에 한 주장은 실재(實在)에 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어떤 역사적 시기에 어떤 과학자 사회에서 

특정 규범이 어떻게 인식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경험

적 연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UDOs를 마치 베버의 이념형(ideal type)과 같이 바라

본 선행연구와 같이 Merton(1973)의 규범을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인

식구조 파악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 이해하고 가치를 배제한 채 검

사도구 개발의 토 로 삼았다(Bak, 200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Merton의 CUDOs를 토 로 

탈이해관계, 공유성, 보편성, 조직화된 회의를 구인으로 삼고 검사도

구를 제작하 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탈이해관계는 개인적 관련

성의 동심원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탈이해관계성을 잘 구사하는 과학자가 국

가적 수준의 이익을 위해서는 탈이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OECD가 제시하는 과학적 소양의 3단계 수준인 개인수준 - 지역사회

(혹은 국가) 수준 – 전인류(글로벌) 수준으로 탈이해관계 문항을 구성

하 다. Merton(1973)이 제시한 탈이해관계는 핵심적이며 동시에 매

우 이상적인 관념으로 Merton은 과학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과학자가 연구를 하거나 상 의 

연구를 비판하는 이유는 순수한 호기심이나 공공의 이익 – 즉, 공공선

(公共善)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ak, 2010). 과학자의 연구

주제 선택은 오직 지적 호기심에 기반을 둔 ‘과학 자체를 위한 과학

(science for the sake of science)을 요구하면서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

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규범 체계라 할 수 있다(Gaston, 1978). 이 연구

에서 개인수준에서는 과학자들의 이윤 추구, 국가수준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 전인류 수준은 지구촌의 번 을 위한 과학

적 활동에 관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두 번째로, 공유성은 과학적 발견이 과학자 사회 모두의 집단 노력의 

산물에 해당하므로 과학적 발견이나 지적 산물들은 개방적인 교류 활

동을 통하여 다른 과학자들과 항상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자 사회의 전통 중에 논문발표를 통해 자신의 지적 성과물을 신속

하게 공유하거나 학술토론 및 발표회에 참여하여 유사연구를 하는 학

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공유성 규범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 규범들이 상업적 이익

과 결부되면서 학에 소속된 과학자와 기업에 소속된 과학자의 규범 인식

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공유주의의 일종의 항 규범인 

비 주의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점차 과학자 사회에서 익숙해지

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Bak, 2006; Ziman, 2000). 이 연구에서는 

과학 기술 유출 방지와 과학자의 지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적 

발견이 공유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세 번째로, 보편성은 과학자들이 생성한 결과물들을 해석할 때 사회

적 계급, 성별, 인종, 국적 등의 사회적 요인에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의 정당성은 이미 알려진 지식과 

실험 결과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인격적 요인에 의하여 정당화에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Merton(1973)은 과학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성이 있는 과학연구

에서 지식을 다룬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지식의 주장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근거할 수 있는지, 사회적 민감성에 향을 받는

지, 사회적 통념에 향을 받는지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네 번째로, 조직화된 회의는 과학자 사회가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

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그 어떤 지식이고 배경이나 권위 등에 상관없

이 계속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해 말한다. 조직

화된 회의는 과학적인 연구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탐구의 과

정에서 연구자가 판단을 내릴 때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

서 확실한 근거가 준비되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언제

고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규범에 한 내용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과학 이론의 정당성에 한 의심이 과학 발전에 부정적 향을 

주는지에 관한 인식을 묻는 내용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이러

한 내용을 토 로 설계된 검사도구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데 주의할 점은 본 검사도구는 지향점과 반 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도구의 높은 점수는 Merton의 

과학 규범과 먼 것으로 해석해야 되며, 낮은 점수는 Merton의 과학 

규범과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 규범의 세부 항목

의 이름이 Merton의 규범 구조와 반 로 제시되어 있다. Merton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 것, 공유할 것, 보편적일 것, 회의주의적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문항은 그와 반  속성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 회의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음으로 묻고 있다. 또한, 개발된 문항

들이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Merton의 과학 규범은 과학의 모습

에 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학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된 검사도구의 점수의 높고 낮음은 Merton의 지향점과

의 거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확인한 구인 타당도는 통계적 검증을 통한 실제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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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당도이다. 실제 학생 응답에 기초한 타당도는 응답 과정에서 

문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질

적으로는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적으로는 라쉬 분석의 

문항 적합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적합도는 이론적으로 예측

된 정답률과 실제 정답 유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 라쉬 

분석에서는 Infit MNSQ와 Outfit MNSQ 값을 통해 문항 적합도를 

확인한다. 라쉬 분석 안내서인 Boone et al.(2014)에 의하면, MNSQ가 

0.5∼1.5에 포함되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하 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서 개발한 과학 규범 인식 검사도구 6개 항목 32개 문항의 문항 적합

도, 자료의 신뢰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 적합도 MNSQ는 모두 

Boone et al.(2014)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son 

reliability는 수집한 자료들에서 각 문항들의 난이도 분포가 과학 규범

에 한 인식 수준을 구분하는데 적합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값으로서, 

0.7이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개발된 6개 항목의 person reliability는 이 기준을 넘고 있다. 

Item reliability는 수집한 자료들에서 피평가자로 참여한 예비과학교

사들의 과학 규범에 한 인식 수준이 문항의 적합도를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통계값이다. Item reliability의 경우 0.9 이상 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자료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는 Cronbach alpha(CA)이다. 모든 

요인에서 0.75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

고 있다(George & Mallery, 2003). 

다음으로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이다.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

당도는 위의 6가지 세부 요인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Table 3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주성분 분석에서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킨 후 얻은 결과이며, 요인 점수가 0.4 이하는 

삭제하고 점수에 따라 문항 순서를 제시하 다. 최초에 구성한 6가지 

세부 요인에 따라 자료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문항의 구조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이다. 6가지 세부 

요인에 한 점수에 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점수와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점수,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

적 복지 추구’,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점수 

모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독립적 변수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문항의 점수 역시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문항,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문항의 점수와 상

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문항 점

수와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문항 점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상관관계 역시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

구’ 문항의 점수와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문항의 점수

의 상관관계 0.461을 제외하고는 부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이다. 

결론적으로 6가지 요인이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한 타당도는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이다.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의 경우, 검사도구가 응답자의 특성에 근거하여 변화하

과학 규범의 세부항목 개발된 문항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1.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2. 과학자들이 개인의 이득(특허, 기술료)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3.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4. 과학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5. 과학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기업)에게 많은 연구비를 받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1. 과학자들은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를 해야 한다.
2. 과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3. 과학자들은 국가의 번 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4. 국가는 자기 나라의 과학자들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긍심을 주어야 한다.
5. 국가는 자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 다. 
6. 국가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7. 과학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8. 과학자들은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1. 과학자들은 인류의 번 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과학자들은 지구촌이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 
3. 과학자들은 자연에 한 호기심 보다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4. 과학자들은 인류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술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과학자들은 지구촌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1.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연구 과정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2. 과학자들은 기술 보호를 위하여 과학 실험 결과들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다.
3. 과학 기술은 보호해야할 중요한 지식 자원이므로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4. 과학 기술은 발견한 과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적 재산이다.
5.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과학 지식에 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1. 과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문화권에 피해가 예상될 때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특정한 사회적 차별(성차별 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발표해서는 안 된다. 
3.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발표해서는 안 된다.
4. 과학자들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1. 과학자에 한 지나친 의심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다른 과학자의 위 한 발견에 해서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3. 과학자에게 지나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4.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이론과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5.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과 법칙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

Table 1. Sub-domain of scientific norm based on Mertonian theory and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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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타당도로 일반적으로 차별적 

문항반응을 통해 확인한다. 과학 규범 검사도구가 전공별, 성별, 학년

별 비교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 문항반응 그에 따라 

분석하 다. 라쉬 분석에서 DIF값의 차이가 0.64 보다 클 경우 문항의 

기능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Table 5에는 

성별, 전공별, 학년별 분석한 것으로 학년별로 분석하 을 때 공유 

문항에서 많은 차별적 문항반응이 나타난다. 그 외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분석에는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 문항

의 경우 학교급간 비교 연구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연구에서는 Merton(1973)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 즉 공유성

(communism 또는 communality), 보편성(universalism), 탈이해관계

(disinterestedness),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의 CUDOs

와 과학사회학의 다양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과학 규범 인식에 관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통계적 타당도를 확인하 다. 문헌 분석과 전

문가 검토를 통한 내용 타당도, 라쉬 분석을 통한 문항 적합도를 확인

한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6가지 세부 요인의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을 

통한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차별적 문항 반응을 확인한 일반화 

타당도의 4가지 타당도 증거들을 확인하 다. 내용 타당도는 CUDOs

의 4가지 요인을 반 하 고, 탈이해관계의 경우 개인, 국가, 인류라

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총 6가지 요인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

다.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내적 구조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도 만족스

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적합도(MNSQ)는 0.72∼1.33으로 많

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기준인 0.5∼1.5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평정척

도 모델에 Wright & Linacre가 제시한 0.6∼1.4에도 만족한다(Wright & 

Linacre, 1994). 내적 구조에 관한 타당도는 6가지 요인이 독립적인 

것을 보여주었으며, 차별적 문항 반응은 공유 문항의 학년간 비교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차별적 문항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

체적으로 개발된 문항은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 인식을 확인하

는데 적합한 도구라 판단된다. 

 

2. 성별, 전공별, 학년별 과학 규범 인식 점수 비교 

참여자를 성별, 전공별, 학년별로 나눈 뒤 점수를 비교하 다. 성별

의 경우 2개 집단이므로 t-검정을 하 으며, 그 외는 F-검정을 하 다. 

성별의 경우 개인 점수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0.05 수준에서 높았으

며, 그 외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개인

적 이득의 취득에 더 관 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항목 남학생 평균 

점수: 1.58, SD= 2.07, 여학생 평균 점수: 1.10, SD=1.74). 전공별, 

세부항목
문항

번호
MEASURE Infit MNSQ Outfit MNSQ PTMA Person Reliability Item Reliability

문항

삭제시 CA
CA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1 -0.77 1.19 1.20 0.642

0.73 0.96

0.757

0.765

2 -0.69 0.94 0.94 0.728 0.713

3 0.21 0.77 0.78 0.797 0.672

4 0.60 0.92 0.94 0.716 0.714

5 0.64 1.15 1.19 0.653 0.749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1 0.04 1.05 1.00 0.586

0.78 0.96

0.790

0.806

2 0.01 0.99 1.02 0.653 0.783

3 -0.28 0.78 0.78 0.725 0.765

4 -0.88 1.03 1.07 0.569 0.792

5 0.30 1.28 1.33 0.555 0.806

6 -0.33 1.01 0.97 0.623 0.786

7 0.27 0.96 0.95 0.667 0.779

8 0.87 0.90 0.90 0.696 0.774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1 -1.15 1.16 1.20 0.679

0.79 0.98

0.782

0.801

2 0.02 1.00 0.97 0.721 0.768

3 1.39 1.20 1.21 0.740 0.786

4 -0.44 0.80 0.79 0.797 0.735

5 0.18 0.83 0.81 0.773 0.745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1 0.53 0.86 0.85 0.788

0.79 0.99

0.733

0.797

2 1.33 0.96 0.99 0.764 0.746

3 0.69 0.72 0.72 0.816 0.713

4 -1.34 1.20 1.15 0.615 0.793

5 -1.20 1.23 1.21 0.629 0.793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1 -0.08 1.03 1.04 0.777

0.80 0.99

0.763

0.810
2 -1.55 1.26 1.33 0.763 0.816

3 0.68 0.76 0.72 0.829 0.719

4 0.95 0.89 0.88 0.780 0.748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1 -0.89 1.17 1.20 0.683

0.75 0.96

0.755

0.765

2 0.19 0.76 0.74 0.758 0.680

3 -0.07 1.05 1.06 0.668 0.731

4 0.06 0.95 0.95 0.714 0.712

5 0.71 1.00 1.02 0.644 0.729

Table 2. Person and Item reliability and MNSQs of Rasch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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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4 0.640 　 　 　 　 　
8 0.668 　 　 　 　 　
2 0.603 　 　 　 　 　
7 0.673 　 　 　 　 　
5 0.499 　 　 　 　 　
1 0.610 　 　 　 　 　
3 0.714 　 　 　 　 　
6 0.642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3 　 0.821 　 　 　 　
1 　 0.785 　 　 　 　
2 　 0.739 　 　 　 　
5 　 0.639 　 　 　 　
4 　 0.627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2 　 　 0.769 　 　 　
4 　 　 0.763 　 　 　
5 　 　 0.746 　 　 　
1 　 　 0.722 　 　 　
3 　 　 0.601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3 　 　 　 0.852 　 　
4 　 　 　 0.806 　 　
1 　 　 　 0.763 　 　
2 　 　 　 0.660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3 　 　 　 　 0.822 　
2 　 　 　 　 0.746 　
4 　 　 　 　 0.728 　
1 　 　 　 　 0.636 　
5 　 　 　 　 0.603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2 　 　 　 　 　 0.793

4 　 　 　 　 　 0.724

5 　 　 　 　 　 0.698

1 　 　 　 　 　 0.656

3 　 　 　 　 　 0.638

Table 3.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 (2) (3) (4) (5) (6)

(1)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1.000

(2)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0.008 1.000

(3)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0.087 0.461‡ 1.000

(4)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0.163‡ 0.095 0.166‡ 1.000

(5)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0.036 0.175‡ 0.187‡ 0.182‡ 1.000

(6)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0.027 0.064 0.143† 0.013 0.351‡ 1.000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6 variables(†p<0.05, ‡p<0.01) 

과학 규범의 세부 항목
# of DIF item(%)

Gender Major Year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0(0.00%) 2(6.67%) 1(6.67%)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0(0.00%) 3(6.25%) 0(0.00%)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1(20.00%) 0(0.00%) 0(0.00%)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0(0.00%) 0(0.00%) 7(46.67%)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0(0.00%) 0(0.00%) 1(8.33%)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0(0.00%) 0(0.00%) 1(6.67%)

전체 1(3.13%) 5(2.60%) 10(10.42%)

Table 5. The number of items showing th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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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Tukey 등을 활용한 사후 검정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 규범 인식이 전공이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속성들이 개인의 신념적 차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공이나 학업

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 MCLUST를 활용한 군집분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전공별, 학년별로 과학 규범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도 6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추측하면 과학 규범 인식은 외부 요

인에 큰 향을 받지 않은 개인적 신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요인간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한 신념이 독립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 근거하여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적 신념을 

근거로 유형 분석을 실시하 다. 유형 분석은 라쉬 분석의 Person 

measure값을 근거로 R패키지의 MCLUST를 활용하 다(Scrucca et 
al., 2016).. MCLUST의 14가지 모델 중에서 최적 모델은 VEE 으며, 

집단 2개일 때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6240이었으

며, 집단이 3개 때 –6268로 큰 차이가 없어서 집단 2개와 집단 3개로 

각각 분석하 다. 2개 군집으로 구분될 경우 집단 1은 198명(76.2%)

이었으며, 집단 2는 62명(23.8%)이었다. 3개 군집으로 구분될 경우 

집단 1은 59명(22.7%), 집단 2는 62명(23.8%), 집단 3은 139명

(53.5%)으로 구분되었다(Figure 2).

첫 번째로 2개 군집 모델의 경우에서 집단 1은 ‘과학주의’ 집단으

로 그리고 집단 2는 ‘실용주의’ 집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 

1의 규범 인식 성향은 이익 추구 측면이 개인, 국가, 인류 모두에서 

모두 낮고 비공유주의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비교사들이 과학 사

회에 한 인식이 과학자들은 비록 그것이 개인에 한 것이든, 국가

나 전인류에 한 것이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모

든 과학자 사회로 신속히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보편성과 반회의성에 해서는 다소 높은 인식수준을 보 다. 집단 

1의 예비교사들의 인식 속에서 과학은 개인, 국가, 인류의 이익에서 

자유로워야하며 과학적 지식은 실질적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 사회는 그들의 연구 과정 속에서 사회적 책무성은 지

켜야 하며, 이러한 과학에 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며 순수하며 절 적이라는 소위 

과학주의적 관점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의 

Merton(1973)의 생각과 일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2집단 모델에서 집단 2의 규범인식은 집단 1과는 반 로 이익 추구 

측면의 세 가지 차원인 개인, 국가, 인류 모두가 집단 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공유도 높다. 반면 반보편과 반회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 2에 속하는 예비교사들의 인식 패턴은 과학은 개인, 

국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며, 과학지식 또한 실질적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과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해 과학자가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과학에 

해 어느 정도의 회의적인 검증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도 실제 사회의 이익을 제공하는 학문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 해당

하는 현 적 관점의 규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3개 군집 모델의 경우에서는 집단 1은 ‘공리주의’ 집단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개 집단으로 나뉜 군집분석 결과에서 집단 

1에 속하는 예비교사들의 경우는 이익 추구와 반보편성, 반회의에 

있어 집단 2와 집단 3의 중간 수준 정도를 나타냈지만, 비공유에 있어

서는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1에 속한 예비교사들의 

규범인식을 살펴보면 과학주의와 유사하지만,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과학 지식은 공유되어야하며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의 과학자 사회에 의한 회의적 검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집단 2는 2집단 모델에서와 같은 ‘실용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과학 규범의 세부 항목
성별 전공별 학년

t p d F p PES F p PES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 2.004 0.046 0.251 0.575 0.632 0.007 1.166 0.323 0.014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 -0.840 0.402 0.105 0.729 0.536 0.009 0.324 0.808 0.004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 0.280 0.780 0.035 0.482 0.695 0.006 0.167 0.919 0.002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 -1.572 0.117 0.197 0.945 0.419 0.011 1.999 0.115 0.023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 -0.951 0.343 0.119 0.595 0.619 0.007 0.173 0.915 0.002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 0.565 0.572 0.071 0.399 0.754 0.005 0.217 0.885 0.003

Table 6. The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f anti-scientific norm across gender, major, and academic year

Figure 2. Clustering analysis using MCL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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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집단 3의 경우는 2집단 모델에서 언급했던 ‘과학주의’와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과학자 사회의 규범체계를 최초로 제시한 학자이자 과학

사회학이라는 분야의 토 를 닦은 R. Merton이 제시한 과학 규범인 

CUDOs에 기반을 두고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을 알아보기 위한 검

사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고전적인 과학 규범

에 근거한 과학 규범 인식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인하 다. 또한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과학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에 한 인식을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을 통해 과학 규범에 한 인식의 유형을 분석하 다. 예비과학

교사들을 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erton의 CUDOs를 토 로 탈이해관계, 공유성, 보편성, 조

직화된 회의를 구인으로 하고, 탈이해관계의 수준을 개인, 국가, 인류

로 하여 총 6개 구인의 32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에 한 인식,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에 

한 인식,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에 한 인식, 과학지

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적 인식,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에 한 인식,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에 한 인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문헌 분

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용 타당도, 라쉬 분석을 통한 문항 적합도

를 확인한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6가지 세부 요인의 상관관계와 요인

분석을 통한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차별적 문항 반응을 확인한 

일반화 타당도의 4가지 타당도 증거들을 확인하 고, 개발된 문항은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 인식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도구라 판단

하 다.

둘째, 성별, 전공별, 학년별 과학 규범 인식에 한 점수 비교 결과 

성별의 경우 개인적 이익 추구에 한 인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 이외에 성별, 

전공별,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과학 규범 인식이 전공이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속성들이 외생 변인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신념적 차원

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공이나 학업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역이 아닐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하 다.

셋째,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적 신념을 근거로 유형 분석을 

실시하 고, 2개 군집 모델, 3개 군집 모델로 분석하 다. 2개 군집 

모델은 전통적인 과학주의 집단과 현  실용주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 과학주의 집단은 과학은 개인, 국가, 

인류의 이익에서 자유로워야하며 과학적 지식은 실질적 재산이 아니

라고 보며, 과학자 사회는 그들의 연구 과정 속에서 사회적 책무성은 

지켜야 하며, 이러한 과학에 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현 적 실용주의적 관점은 과학은 개인, 국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며, 과학지식 또한 실질적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과학에 해 어느 정도의 회의적인 검증은 요구된다는 견해

를 가지고 있었다. 3개 군집으로 구분되는 모델에서는 전통적 과학주

의와 현 적 실용주의와 함께 과학주의와 유사하지만,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과학 지식은 공유되어야하며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들의 응답은 약 10분 정도로 소요되며, 

예비과학교사들은 어렵지 않게 응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비과

학교사들의 과학 규범적 인식을 이해하고, 21세기 합리적인 과학 규

범적 인식을 가진 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사도구의 활용과 

점수해석에 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옳다고 믿는 방향 로 응답을 

하는 인지편향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포함된 많은 설문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져 왔다. 과학 규범 인식 역시 사회적 바람직

성과 일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편향이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Kreuter et al., 2008; Krumpal, 2013; Nederhof, 

1985). 이 문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 규범 인식 측정 도구만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모든 설문

이 가지는 한계이다.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설문 결과에 

향을 줄 수 있음에 해서 이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자는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도구의 제한점에 해서 설명한다. R. Merton의 

과학사회학의 연구는 독립된 학문으로 그 범위가 상당하고, CUDOs

의 4가지가 의미하는 역도 매우 넓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

는 Merton 등의 과학사회학자들이 논의한 주제들을 모두 담고 있지 

않으며, 제한된 역만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들은 예비과학교사들이 이해해야 되는 범위를 전제로 선택적으

로 개발된 것이므로 과학 규범이라는 거 한 구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과학사회학에서 강조하는 과학 규

범에 한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

며,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사회학과 과학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좋

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R. Merton이 제시한 과학 규범인 CUDOs에 기반을 두고 

예비교사들의 과학 규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전공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과학 예비

교사들의 과학 규범에 한 인식을 비교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과학 

규범에 한 인식의 유형을 분석하 다. 이 연구를 위해 두 개 학교

의 260명의 예비과학교사가 참가하 다. 먼저 Merton의 CUDOs를 

토 로 탈이해관계, 공유성, 보편성, 조직화된 회의를 구인으로 하고, 

탈이해관계의 수준을 개인, 국가, 인류로 하여 총 6개 구인의 32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과학연구를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에 한 인식, 

과학연구를 통한 국가적 이익 추구에 한 인식, 과학연구를 통한 

전인류적 복지 추구에 한 인식, 과학지식과 기술의 비공유주의적 

인식, 과학의 반보편적 태도에 한 인식, 과학의 반회의적 태도에 

한 인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개발된 문항의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전공별, 학년별 

과학 규범 인식에 한 점수 비교 결과 성별, 전공별, 학년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예비과학교사들의 과학 규범적 신념을 근거로 

유형 분석을 실시하 고, 전통적 과학주의, 현 적 실용주의, 공리주

의적 관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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