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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Regarding Ethics
Education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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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thics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d find out their recognition on the needs for ethics education at school.
A survey was administered for this study and a total of 594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tudying in college/university
of education participated. The survey was organized to examine participants' 1) experience in ethics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2) recognition on the needs of ethics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3) the need for
i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ach item was responded using either 1 to 5 Likert type scale, multiple
choices, or open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37.4% of participants obtain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and 23.5% from the school education. Only 8.4% of the participants had the experience of
taking class on eth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erms of level of confidence in understanding the ethical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verage response was 2.73. However, their perception on the needs of the ethics
education ranges from 3.34 to 4.58, which is much stronger than other responses on average. This strong perception
on the needs was much higher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for elementary school, than those of the secondary
school(p<.05). All participants recognized the need for ethics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bo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responses for which subject should provide ethical issues on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class was most frequently suggested (62.4%), followed by ethics class (29.1%). In responses for the most
efficient form of learning, they suggested that case studies (43.5%), followed by discussions (41.4%) would be an
efficient way to learn.  Even in the responses of open questionnaires asking for efficient ways of learning ethical
issues, participants suggested that discussions on various ethical issues on the cas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provide practical and substant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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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과 기술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기기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건설되는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

설 또한 과학과 기술이 우리생활에 향을 미치는 측

면을 반 한다. 과학과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도 윤리적 측면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 과

학기술과 관련된 직업, 현 생활의 가치관 변화 등에

서 생겨나게 된다(조희형, 최경희, 2005). 또한 최근

인간 상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에 따르는 윤

리적인 문제들도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향

을 미치고 있다. 매일 매일 인터넷, 방송, 신문을 통해

서 쏟아져 나오는 관련 정보에 한 가치판단과 의사

결정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만의 역이 아

니라 현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되었다.

과학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기술이 가지는 윤리적

특성에 한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

적∙사회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Ful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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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liffe, 1996; Lee, et al., 2006; Reiss & Straughan,

1996; Resnik, 1998). 과학기술 윤리교육은 STS 교육

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가별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방식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옥주 등, 2009; 홍성욱, 2006;

AAAS, 1989, 1990; NRC, 1996).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과학자들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Bailey, et al., 2001;

Martinson, et al., 2005, Swazey, et al., 1999) 이

는 여러 교육학자들(김상돈, 2006; 조희형, 2008)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윤리인식이라는 것이 한시적 교

육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상으로 수행

된 연구(SciON, 2006)에 의하면 전체 참여자의 71%

가 황우석 사건을 통해 연구윤리에 한 새로운 인식

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 으나 사건 이후 연구윤

리관련 토론회나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27%에 불과

하 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원을 상으로 실시

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관련 문제에

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 논의 또는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학의 과학기술학(STS) 관련 교양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김명진 등(2001)의 연구에 의

하면 90여개 교 중 16개교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나 환경 및 생명윤리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으

며, 그 외 정보통신 윤리, 공학윤리가 개설되어 있었

으며 과학윤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우르는 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행된 한국 학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이인제 등, 2007; 이인제 등, 2008)에서는 2006년

217개 학 중 8개 학(3.7%)만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7년에는 136개 학 중 59개

학(43.4%)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연구윤리를 포함한 과학기술 윤리교

육이 점차 확 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이며 조사된 교육 형태는 강연, 워크숍, 학술

회, 홍보자료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6년 4년제 학을 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손화철(2007)의 연구

에 의하면, 132개 학 중 75개교(56.8%)가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개설 교과목의 역

은 공학윤리, 생명의료윤리, 직업윤리, 과학기술과 사

회(STS) 역이었으며 생명의료윤리를 제외한 나머

지 역의 교과목은 몇몇 학교에 집중적으로 몰려있

었다. 또한 132개교 중 57개교(43.2%)는 관련 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래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기

술윤리교육을 가르칠 예비과학교사인 교육 학교와

사범 학의 학생들 또한 이러한 윤리교육의 사각지

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연구는 주로 중등 교육 분

야(문경원, 김 수, 2003; 조희형, 최경희, 1998a,

1998b; 최경희 등, 2003; 최경희, 조희형, 2001,

2002, 2003; 박인옥, 김희백, 2007)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직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예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실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윤리교육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

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이를 가르치는 교사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교육을 경험하고 사회적 이슈에

해 고민하며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의 윤리적

인 측면에 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

학과 사범 학에 재학 중인 예비과학교사가 어떠한

과학기술 윤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비과학교사로서 과학

기술 윤리교육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교육 학과 사범 학에 재학 중인 예비과학교사를

상으로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의 과학기술 윤리인식 및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과학교사들은 어떤 과학기술 윤리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과학교사들은 과학기술 윤리에 해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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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비과학교사들은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육

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예비과학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전라,

경상)에 위치한 교육 학교 및 사범 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59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교육 학교 또는 사범 학 초등교육 전공 재학생은

초등 예비교사로 분류하 으며, 사범 학 과학교육과

재학생은 중등 예비과학교사로 분류하 다. 연구 상

중 초등 예비교사의 수는 344명이었으며, 중등 예비

과학교사의 수는 250명이었다(표 1).

연구 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07명으로 전체

의 34.8% 으며, 여학생이 387명으로 65.2%를 차지

하 다. 초등 예비교사 중 남학생의 수는 81명(23.5%)

이었으며, 여학생의 수는 263명(76.5%)이었다. 그리

고 중등 예비과학교사는 남학생의 수가 126명(50.4%)

이었고, 여학생의 수는 124명(49.6%)이었다(표 2).

연구 상의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03명(17.3%)이었

고 2학년이 193명(32.5%), 3학년이 128명(21.5%), 4

학년이 169명(28.5%)이었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

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수강 경험’, ‘과학기술 윤

리에 한 인식’,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의

세 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수는 32개 문항과 하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35개 문항이며 문항 유형은 선

택형, 서술형, 5점 리커트 척도가 복합되었다.

첫 번째 역인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수강 경

험은 학에서 개설된 과학기술 윤리관련 강좌의 수

강 경험으로 정규 수업의 수강 또는 워크숍 및 세미나

의 참석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역인 과학기술 윤

리에 한 인식은 본인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의 정도

를 묻는 1문항과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을 묻는 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은

행동과학 연구에서 주로 제기되는 연구 상자 보호,

표적인 연구부정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Bowman

& Anthonysamy, 2005; Broom, et al., 2009)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역인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

육에 한 의견은 홍석 등(2005)이 분류한 생명과

학 연구윤리 주제 7가지를 과학기술 윤리에 맞게 수

정하여 8문항으로 제작하 다(표 3, 부록).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

성된‘수강한 과학기술 윤리 강좌에 한 인식’5문

표 1
연구 상의 지역 및 전공 분포

표 2
연구 상의 성별 분포 단위: 명(%)  

단위: 명(%)  

성별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남 81(23.5) 126(50.4) 207( 34.8)

여 263(76.5) 124(49.6) 387( 65.2)

전체 344(57.9) 250(42.1) 594(100.0)

* 무응답 1명(0.2%)

지역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서울 104(30.2) 69(27.6) 173(29.1)

경기 56(16.3) - 56( 9.4)

강원 55(16.0) 70(28.0) 125( 21.0)

전라 54(15.7) 64(25.6) 118( 19.9)

경상 75(21.8) 47(18.8) 122( 20.5)

전체 344(57.9) 250(42.1) 5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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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9문항, ‘과학기술 윤

리 교육의 필요성’8문항에 하여 실시하 으며, 신뢰

도지수Cronbach α값은각각.806, .578, .886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상자를 선정한 후 표집된 학의 전공 교수

의 협조를 구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 조사는

2009년 3월 23일에서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제

작된 설문지는 설문 참여 안내문과 함께 배포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94부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SPSS 17.0을 이용하여 코딩

한 후 분석하 다.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교육 강좌에 한 인식과 과

학기술 윤리 및 윤리교육에 한 인식에서 초등 예비

교사와 중등 예비과학교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수강 경험

과학기술 윤리 관련 정보를 얻은 경로를 선택하는

문항은 1순위와 2순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1

순위 응답 비율은 방송매체(TV, 라디오 등)가

41.2%(243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교(수업,

특강 등)로 30.0%(177명) 다. 2순위 응답 역시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가 33.3%(178명)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은 도서, 잡지, 신문 26.5%(142명), 인터

넷 17.4%(93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그림 1).

과학기술 윤리관련 정보를 얻은 경로에 한 다중

응답분석 결과, ‘방송매체’가 전체의 37.4%로 가장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및 문항 수

역 내 용 문항 수 문항 번호 문항 유형

Ⅰ. 과학기술 윤리
교육에 한 수
강 경험

과학기술 윤리 관련 교육 경험 7 문1-문5 선택형, 서술형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교육 강좌에 한 인식 5 문6-문10 리커트 척도

과학기술 윤리 강좌의 추천 의사 2 문11 선택형, 서술형

Ⅱ. 과학기술 윤리
에 한 인식

본인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 정도 1 문12 리커트 척도

연구 상자 보호에 한 인식 5 문13-문17 리커트 척도

연구 부정에 한 인식 4 문18-문21 리커트 척도

Ⅲ. 과학기술윤리교
육에 한인식

과학기술 윤리 교육의 필요성 8 문22-문29 리커트 척도

과학기술 윤리 교육에 적절한 개설 형태 및 효과
적인 수업 방안

3 문30-문32 선택형, 서술형

총 문항 수 35 문1-문32

그림 1 과학기술 윤리관련 정보를 얻은 경로

* 무응답 제외

주변사람
7(1.2%) 주변사람

33(6.2%)

<2순위><1순위>

방송매체
243(41.2%)

방송매체
178(33.3%)

인터넷
89(15.1%) 인터넷

93(17.4%)
도서잡지
72(12.2%)

도서잡지
142(26.5%)

학교
177(30.0%)

학교
87(16.3%)

기타
2(0.3%)

기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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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학교’(23.5%), ‘도서,

잡지, 신문’(19.0%), ‘인터넷’(16.2%)의 순으로 응답

하 다. 이는 초등 예비교사와 중등 예비과학교사에

한 교차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표

4). 이처럼 많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기술 윤리관

련 정보를 주로 학교 밖(76.5%)에서 얻을 수밖에 없

는 것은 학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부

족(김명진 등, 2001; 손화철, 2007; 이인제 등,

2007; 이인제 등, 2008)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속한 학의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 개설

여부에 해 전체 학생의 48.0%가 모른다고 응답하

으며 개설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3%, 개설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9.6%로 나타났다. 초

등 예비교사 중에서는 13.4%가‘예’라고 응답하 으

며, ‘아니오’46.8%, ‘모르겠음’39.5%로 많은 학생

들이 개설 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하 다. 한편 중등

예비과학교사는‘예’10.8%, ‘아니오’29.6%, ‘모르

겠음’59.6%로 개설 여부를 모르는 비율이 훨씬 높았

다(표 5). 이러한 학생들의 응답만으로 실제 학에서

의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설되었다

는 응답이 모두 10% 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윤리 관

련 강좌에 한 학생들의 인지 및 관심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의 수강 여부는 강좌가 개

설되었다고 한 학생만 응답하도록 하 으며 표 6과 같

이 응답자 전체의 68.5%, 초등 예비교사의 80.4%, 중

등 예비과학교사의 48.1%가 수업을 수강하 다고 응

답하 다. 그러나 이는 전체 예비과학교사 중에서는

8.4%만이 수업을 수강하 으며, 전체 초등 예비교사

중에서는 10.8%, 중등 예비과학교사 중에서는 5.2%

만이 실제 수업을 들었다는 것으로 많은 예비과학교사

들이 관련 수업을 거의 듣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 중 전공

과 교양으로 개설 된 수업에는‘과학교육론’, ‘과학기

술사회’, ‘생명윤리와 법’, ‘인간과 환경’, ‘현 사회

와 윤리’, ‘과학기술과 윤리’등이 있었으며 비정규강

좌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특강 및 온라인 강의 등이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한 이유나 수강하지 않은 이

유를 묻는 서술형 응답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

다. 수강한 이유에는‘필수과목이기 때문’이거나‘도

움이 될 것 같아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등의 추상

적인 응답 이외에도‘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혹은‘생명윤리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

표 4
과학기술 윤리관련 정보를 얻은 경로(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표 5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 개설 여부 단위: 명(%)  

구분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학교(수업,특강 등) 142(21.7) 122(25.9) 264( 23.5)

방송매체(TV,라디오 등) 241(36.9) 180(38.1) 421( 37.4)

도서,잡지,신문 133(20.4) 81(17.2) 214( 19.0)

주변사람(가족,선배 등) 21(  3.2) 19( 4.0) 40(  3.6)

인터넷 113(17.3) 69(14.6) 182( 16.2)

기타 3(  0.5) 1( 0.2) 4(  0.4)

계 653(58.0) 472(42.0) 1125(100.0)

* 응답자 기준

개설 여부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예 46(13.4) 27(10.8) 73( 12.3)

아니오 161(46.8) 74(29.6) 235( 39.6)

모르겠음 136(39.5) 149(59.6) 285( 48.0)

무응답 1( 0.3) - 1(   0.1)

계 344(57.9) 250(42.1) 5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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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등 구체적인 사안에 한 관심을 표현한

응답이 많았다. 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이‘시간

이나 학점의 여유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등이었

으며 소수의 의견 중에‘과학기술윤리문제는 주관적

인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과학기술 윤리 관련 내용이 수업에서 제시되는 형

태에 한 다중응답분석 결과‘사례 제시’(44.6%)와

‘이론 중심의 강의’(40.2%)가 많았으며‘토론’

12.0%, ‘기타’ 쓰기나 발표 등이 3.2% 다(표 8).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교육 강좌에 한 인식을 표 9

에 제시된 5가지 항목에 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에 해‘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

표 6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 수강 여부 단위: 명(%)  

표 7
수업을 수강한(또는 수강하지 않은) 이유

수강 여부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예 37(80.4)(10.8)(6.2) 13(48.1)( 5.2)(2.2) 50( 68.5)( 8.4)

아니오 9(19.6)( 2.6)(1.5) 14(51.9)( 5.6)(2.4) 23( 31.5)( 3.9)

계 46(63.0)(13.4)(7.7) 27(37.0)(10.8)(4.6) 73(100.0)(12.3)

* (응답자 중 비율)(전체 초/중등 예비과학교사 중 비율)(전체 예비과학교사 중 비율)

수강한 이유 수강하지 않은 이유

■필수 역 전공 또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추천 받아서
■‘과학철학및윤리’가나중에과학을가르치는데도움이될것같아서
■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항상 이슈화되기 때문에
■예비과학교사로서이러한문제를알고있어야한다는생각이들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생명윤리라는 것이 본인과 상관없는 것이 아님에도 아는 바가 별

로 없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과학기술윤리는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학점의 여유가 없어서, 전공 공부가 바빠서
■다른 수업에 더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필수 과정이 아니라서
■수업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표 8
과학기술 윤리 관련 내용 제시 형태 단위: 명(%)  

수업의 형태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분석

이론 중심의 강의 22( 44.0) 15( 35.7) 37( 40.2)

사례 제시 23( 46.0) 18( 42.9) 41( 44.6)

토론 2(  4.0) 9( 21.4) 11( 12.0)

기타 3(  6.0) 0(  0.0) 3(  3.2)

계 50(100.0) 42(100.0) 92(100.0)

* 응답자 기준

표 9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 관련 수업에 한 인식 단위: 명(%)  

문항 요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관련 지식의 증 - 4(8.0) 20(40.0) 25(50.0) 1(2.0) 3.46 .676

윤리문제에 해생각해볼기회제공 - - 11(22.0) 33(66.0) 6(12.0) 3.90 .580

STS에 한 관심의 증 - 4(8.0) 16(32.0) 27(54.0) 3(6.0) 3.58 .731

과학기술의 양면성 인식 - 2(4.0) 8(16.0) 34(68.0) 6(12.0) 3.88 .659

의사결정에 도움 - 1(2.0) 16(32.0) 28(56.0) 5(10.0) 3.74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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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수업을 수강한 예비과학교사들은 수업을 전반적

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윤리문제에 해 생각해 볼 기회 제공’과‘과학기

술의 양면성 인식’에 한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그렇다’와‘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

다. 이 두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과학기술의 윤리

적 측면에 좀 더 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이러한 결

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잘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

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과학

기술 관련 지식 및 관심 등이 증가하 다고 응답함으

로써 수업에 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중 88.0%가 주변 사람들

에게 윤리 관련 강좌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0문항으로 과학기술 윤리에

한 자신의 인지 정도를 묻는 1문항과 과학기술 윤리

인식에 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과학기술

윤리에 해 잘 알고 있다’에 한 응답은‘보통이다’

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그렇지 않다’31.6%, ‘그

렇다’10.1%의 순으로 응답하 다. 평균은 2.73으로

과학기술 윤리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은 10.8%에 불과하 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과학

기술 윤리 인식을 반 하는 9문항에 한 응답의 평

균은 최소값 3.34, 최 값 4.58로 과학기술 윤리 인

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연구

상자에게 따르는 위험의 공지(Mean=4.54), 표적

인 연구부정 중 위조(Mean=4.58)와 변조(Mean=

4.20)에 해서는 특히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표절에 해서는 평균 3.73으로 상 적으

로 낮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에 한 항목별

평균을 초등과 중등으로 비교해 본 결과, 연구 상자

에 따르는 위험의 공지와 위조의 2항목을 제외한 나

머지 모든 항목에서 초등 예비교사의 평균이 높게 나

타났다(표 11).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의 총점이 초등

과 중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표 12와 같이 초등 예비교사와 중등

예비과학교사 사이에 t값 2.742와 이에 따른 유의 확

률 .00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기술 윤리 인식이 중등 예비과학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를 수강한 비율이 중등 예비과학교사보다

초등 예비교사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표 6), 교육과정의 특성상 중등 예비과학교사는 윤리

관련 강좌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

등 예비교사는 과학 뿐 아니라 도덕이나 사회 등 윤리

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과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더 많

은 윤리관련 교육의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초중등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 단위: 명(%)  

문항 요약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
편차

본인의 과학기술 윤리 인지 정도 21(3.5) 188(31.6) 321(54.1) 60(10.1) 4( 0.7) - 2.73 .716

* 사회적 이익과 연구 상자의 위험 8(1.3) 128(21.5) 150(25.3) 271(45.7) 37( 6.2) - 3.34 .928

* 개인정보 수집 11(1.9) 113(19.0) 164(27.6) 243(40.9) 63(10.6) - 3.39 .972

연구 참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7(1.2) 103(17.3) 117(19.7) 276(46.5) 91(15.3) - 3.57 .985

연구 상자에게 따르는 위험의 공지 - 4( 0.7) 25( 4.2) 212(35.7) 353(59.4) - 4.54 .611

*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 41(6.9) 77(13.0) 73(12.3) 260(43.8) 143(24.1) - 3.65 1.177

위조 1(0.2) 10( 1.7) 30( 5.1) 158(26.6) 395(66.5) - 4.58 .684

* 변조 4(0.7) 33( 5.6) 64(10.8) 238(40.1) 253(42.6) 2(0.3) 4.20 .928

* 표절 10(1.7) 73(12.3) 112(18.9) 274(46.1) 124(20.9) 1(0.2) 3.73 1.006

* 연구부정의 내부고발 20(3.4) 52( 8.8) 87(14.6) 246(41.4) 188(31.6) 1(0.2) 3.90 1.073

* 역코딩 문항



3.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조사는 표

13과 같이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1문항

과 과학기술 윤리의 세부 항목 7가지에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해 실시되었다. 이 중 과학기술 윤리교육

의 필요성에 한 응답은‘그렇다’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30.0%, ‘보통이다’11.8%로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an=4.14).

과학기술 윤리 세부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해

서는 모든 항목의 평균이 4.10 이상이었다. 이 중‘안

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 한 평균은 4.41로‘매우 그

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

지 항목의 경우에도‘그렇다’는 응답이 모두 50% 이

상(표 13)으로 예비과학교사들은 과학기술 윤리의 구

체적인 항목 모두에 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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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초중등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 비교

문항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본인의 과학기술 윤리 인지 정도 2.73 .700 2.72 .739

* 사회적 이익과 연구 상자의 위험 3.46 .876 3.17 .973

* 개인정보 수집 3.47 .998 3.30 .927

연구 참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3.63 .966 3.49 1.007

연구 상자에게 따르는 위험의 공지 4.51 .648 4.57 .557

*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 3.68 1.156 3.61 1.205

위조 4.55 .723 4.61 .625

* 변조 4.23 .953 4.16 .892

* 표절 3.79 1.014 3.65 .992

* 연구부정의 내부고발 3.96 1.079 3.82 1.061

* 역코딩 문항

표 12
계열 별 과학기술 윤리 인식의 차이

계열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초등 예비교사 344 35.29 4.250
2.742 .006**

중등 예비과학교사 250 34.39 3.738

** p < .01

표 13
초중등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문항 요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답
평균

표준편
차

과학기술 윤리교육 3(0.5) 8(1.3) 70(11.8) 335(56.4) 178(30.0) - 4.14 .706

연구수행절차 1(0.2) 11(1.9) 68(11.4) 359(60.4) 155(26.1) - 4.10 .674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2(0.3) 8(1.3) 35(5.9) 251(42.3) 298(50.2) - 4.41 .694

연구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1(0.2) 12(2.0) 74(12.5) 311(52.4) 194(32.7) 2(0.3) 4.17 .776

연구결과에 한 처리 및 출판 1(0.2) 12(2.0) 76(12.8) 298(50.2) 207(34.8) - 4.18 .737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 1(0.2) 7(1.2) 71(12.0) 300(50.5) 215(36.2) - 4.21 .706

동물 및 인간 상 실험에서의 고려 3(0.5) 3(0.5) 49(8.2) 310(52.2) 229(38.6) - 4.28 .676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 1(0.2) 10(1.7) 57(9.6) 310(52.2) 215(36.2) 1(0.2) 4.24 .727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의

항목별 평균을 초등과 중등으로 비교해 본 결과, ‘안

전한 연구 환경 조성’과‘연구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

무’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초등 예비교사의 인

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표 14). 그러나 이러한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학기술 윤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에 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과학’과목이

414명(6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도덕∙

윤리’과목이 193명(29.1%)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는 재량활동이나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15).

과학기술 윤리 과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업

형태에 한 1순위 응답 결과는‘사례 제시’가 50.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토론 중심의 수업’이

41.0%, ‘과제 수행 및 발표’4.9%의 순으로 나타났

다. 2순위 응답 결과에서는‘토론 중심의 수업’이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사례 제시’(35.3%),

‘과제 수행 및 발표’(13.8%)의 순으로 응답하 다(그

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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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초중등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비교

표 15
과학기술 윤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교과목 단위: 명(%)  

문항 요약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학기술 윤리교육 4.21 .681 4.04 .730

연구수행절차 4.16 .659 4.02 .688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4.40 .706 4.41 .678

연구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4.17 .787 4.18 .763

연구결과에 한 처리 및 출판 4.22 .746 4.12 .722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 4.29 .671 4.11 .741

동물 및 인간 상 실험에서의 고려 4.30 .701 4.24 .640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 4.25 .684 4.22 .782

도덕∙윤리 과학 사회 실과(기술∙가정) 기타 합계

초등 예비교사 127(32.6) 231(59.2) 18(4.6) 8(2.1) 6(1.5) 390(100.0)

중등 예비과학교사 66(24.2) 183(67.0) 9(3.3) 6(2.2) 9(3.3) 273(100.0)

전체 193(29.1) 414(62.4) 27(4.1) 14(2.1) 15(2.3) 663(100.0)

* 복수 응답 분포임(응답자 기준)

그림 2 과학기술 윤리 과목에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

* 무응답 제외

<2순위><1순위>

사례 제시
302(50.9%)

사례 제시
189(35.3%)

토론 중심의
수업

243(41.0%)

토론 중심의
수업

224(41.9%)

기타
1(0.2%)

기타
3(0.6%)이론 중심의

수업
18(3.0%)

이론 중심의
수업

45(8.4%)

과제 수행 및
발표

29(4.9%)

과제 수행 및
발표

74(13.8%)



이에 한 다중응답분석 결과‘사례 제시’가 전체의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토론 중심

의 수업’이 41.4%로 응답하 으며 초등예비교사와

중등 예비과학교사에 한 교차분석에서도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표 16).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의견은 104명의 예비과

학교사가 응답하 으며, 응답내용은‘수업의 운 ’,

‘수업의 내용’, ‘수업의 방법’, ‘기타’의 4가지 역

으로 분류하 다. 역별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7).

수업의 운 에 한 의견은 관련 교과에서 통합교

육의 형태로 운 하는 것과 특강의 개설, 단기 프로그

램 운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업의 내용에

해서는 많은 응답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나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에 한 교육의 필

요성을 제시하 다. 수업의 방법에 한 의견은 부

분이 사례제시, 토론, 사례중심의 토론 등 앞서 과학

기술 윤리교육에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에서 제시되었

던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의견 발

표, 역할극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

견으로는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

식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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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다중응답분석)

표 17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의견

구분 초등 예비교사 중등 예비과학교사 전체

이론 중심의 수업 33( 5.0) 30( 6.4) 63(  5.6)

사례 제시 286(43.4) 205(43.7) 491( 43.5)

토론 중심의 수업 281(42.6) 186(39.7) 467( 41.4)

과제 수행 및 발표 57( 8.6) 46( 9.8) 103(  9.1)

기타 2( 0.3) 2( 0.4) 4(  0.4)

계 659(58.0) 469(42.0) 1128(100.0)

* 응답자 기준

역 응답 내용

수업의 운

■관련 교과에서 통합교육의 형태로 운 .
■따로 특강을 개설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중간에 교사가 틈틈이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홍보자료 등을 학교에 배부해 꾸준히 접하게 하거나 단기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윤리교육을 직접 실험실에 도임해서 점수제로 반

수업의 내용

■단순 이론 학습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 실제 일어났던 시사적인 사건사고
/사례 중심 수업.

■사실과 가치 판단 중 어디까지 가르칠지 고려해야 함
■다양한 사례제시를 통한 학습이 아닌 인식과 각성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수업의 방법

■다양한 사례에 한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
■실제로 실행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각자 말해보도록 한다.
■역할극
■프리젠테이션/ 상매체를 통해 참여도를 높인다.

기타

■과학실험이나 이론적 지식 학습과 함께 과학기술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윤리 교육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조절이 필요함
■중요성에 한 인식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졌으면 한다.
■기초 이론에 포함되어야 함
■과학기술이 본인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과학기술 윤리교육과 관련하여 예비과학교사의 교

육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각 연구 문제에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많은 예비과학교사는 학에서 과학기술 윤

리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과학기술 윤리 관련 정보를

부분 방송매체를 통해 얻고 있었다. 과학기술 윤리

교육을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게 될 예비

과학교사들이 정작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이는 실제 과학기술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학의 비율이 낮으며 관련 강좌 또

한 부족하다(손화철, 2007, 이인제 등, 2007; 이인제

등, 2008)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

라서 예비과학교사를 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윤리교

육이 학의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은 전반

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윤리에 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상 적으로 낮은 편

이었다. 이는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경험이 적은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초등 예

비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이 중등 예비과학교사에

비해 높다는 점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

다. 이를 분석하면 예비과학교사의 과학기술 윤리 인

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예비과학교사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과학기

술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예비과학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이 주로 과

학과 도덕교과에서 사례제시 및 토론 중심의 수업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과학기

술 윤리교육은 그 특성상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

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사례제시 및

토론 형태의 수업은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예비과학교사를 상으로 과학기술 윤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

및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6개 교육 학 및 사범 학에 재학 중

인 예비과학교사 59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지 문항은 1)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수강 경험, 2)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 3)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의 3개 역, 총 35문

항(Likert 5점 척도, 선택형, 서술형)으로 구성되었

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의 37.4%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하 으며, 학교를

통해 얻는 비율은 이보다 낮은 23.5%로 나타났다. 

학에서 개설된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를 수강한 비

율도 전체의 8.4%에 불과하여 예비과학교사 상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부재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윤리에 한 자신감도 평균 이하

(Mean=2.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과학

기술 윤리 인식은 모든 항목에 해 평균 이상(최소값

=3.34, 최 값=4.58)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기술 윤리 인식은 중등 예비과학

교사에 비해 초등 예비교사가 더 높았다(p<.05). 초중

등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

해 초중등 예비과학교사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 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교과목은 과학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도

덕∙윤리(29.1%)가 다음으로 높았다. 과학기술 윤리

교육에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로는 사례제시(43.5%),

토론 중심의 수업(41.4%)을 선택하 다. 서술형 응답

에서도 많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기술 윤리교육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례에 한 토론 중심의 수업

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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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초중등 예비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초중등 예비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

다.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두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등 예비교사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준거 및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 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기초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 최경희 (이화여 교수)

2009년 5월

*문의처: 이화여자 학교 과학교육과 과학교재 및 실험개발실
(02-3277-4328, 이화여자 학교 교육관B동 554호)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 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

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

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 별 � 남자 � 여자

학과명
(전공)

학 년 (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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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과학기술 윤리 관련 정보 및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물음에 답해 주세요.

문1.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오른쪽 박스에

써주세요.

① 학교(수업, 특강 등)                     ②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③ 도서, 잡지, 신문 ④ 주변 사람(가족, 친구, 선배 등)

⑤ 인터넷 ⑥ 기타(                                                         )

문2. 본인이 속한 학에서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 있는 수업이나 특강이 개설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문12부터 응답해주세요.  

� 모르겠음 � 문12부터 응답해주세요.

문2-1. 개설된 과학기술 윤리에 관련된 수업이나 특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문2-2 작성 후 문12부터 응답해주세요.

문2-2. 수강한(또는 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3. 본인이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

를 해 주세요.

� 전공과목

(강좌명: )       �……………………�……………………�

� 교양과목

(강좌명: )       �……………………�……………………�

� 비정규 과목(특강, 워크숍 등)        

(강좌명: )       �……………………�……………………�

문4. 본인이수강한강좌/특강의강의계획안(또는자료집)에과학기술윤리항목이명시적으로제시되어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문5. 수업에서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내용은 주로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습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오른쪽 박스에

써주세요.       

① 이론 중심의 강의 ② 사례 제시 ③ 토론

④ 기타(                                                           ) 

※ 다음은 수강한 과학기술 윤리교육 강좌에 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문6. 수강한 강좌를 통해 나의 과학기술 윤리 관련 지식이 증 되었다.

Ⅰ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수강 경험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전체 강의 전체 강의
중 일부

강의 중에
잠시 언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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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7. 수강한 강좌를 통해 나의 학습 및 연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윤리문제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8. 수강한 강좌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한 나의 관심이 증 되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9. 수강한 강좌를 통해 과학기술의 양면성(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0. 수강한 강좌는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1. 주변 사람들에게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를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문11-1. 추천한다면(또는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다음은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곳에 � 표시

를 해 주세요.

문12. 나는 과학기술 윤리에 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Ⅱ 과학기술 윤리에 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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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연구의 결과가사회에 잠재적인 이익이 된다면연구 상자가 겪을 수 있는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될 수 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4.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5. 연구가 시작된 이후라도 연구 참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6. 연구 참여에 의한 위험 정도가 낮더라도 참여자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야한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7. 연구 참여 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신 교사의 동의를 받아도 된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8. 사회적 필요나 요구가 있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9. 신뢰받는 이론과 근접한 실험 결과가 나온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어느

정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변경할 수도 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0. 좋은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먼저 사용한 후 출처가 밝혀진 다음에

표기하면 된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92 최경희

문21. 연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문22.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과학기술 윤리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3. 초중등과학수업에서“연구∙실험절차(연구의제안, 진행, 결과보고서작성등)”에 한 윤리 교육이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4. 초중등과학수업에서“안전한 연구∙실험실 환경 조성(위험물질, 폐기물 관리 등)”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5. 초중등 과학수업에서 연구자(교수∙학생∙연구원) 사이의“권리와 책임 및 의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6. 초중등 과학수업에서“연구결과에 한 처리 및 출판(위조, 변조, 표절 등)”과 관련한 정직성, 공정한 성과

분배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7. 초중등 과학수업에서 과학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Ⅲ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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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8. 초중등 과학수업에서 동물이나 인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험의 윤리적 쟁점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29. 초중등 과학수업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문제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30.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은 어느 교과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덕∙윤리 �과학 �사회 � 실과(기술∙가정)          � 기타(                         )

문31.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과학기술 윤리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업의 형태는 무엇입

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오른쪽 박스에 써주세요.  

① 이론 중심의 수업 ② 사례 제시 ③ 토론 중심의 수업

④ 과제 수행 및 발표 ⑤ 기타(                                                  )

문32.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아래에 써 주세요.

1순위 2순위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