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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련의 학자들은 인간의 과학적 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

는 과정, 과학자 사회, 과학적 연구결과의 발표, 특정한 대상을 포함하

는 연구, 과학자와 사회와의 관계와 같은 영역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Choi, 2007; Hwang et al., 2011; Resnik, 1998; Song & 

Kim, 2006; Steneck; 2007). 실제로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비

윤리적인 행위들은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

니라,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올 수 있는 큰 문제이다. 

과학과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윤리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과

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

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Cho, 2006; Choi & Cho, 2003; 

Hong et al., 2005; Hong, 2006; Jung, 2012; Kim & Kim, 2013a; 

Kim & Kim, 2013b; Kovac, 1996; Levinson, 2003; Macrina, 2005, 

pp.1-37; Reiss, 1999; Resnik, 1998; Rhee et al., 2009; Zeidler & 

Keeper, 2003). 과학윤리교육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사고

하고 행동하도록 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윤리교육의 대상이 과학자에게

만 국한되어 실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

대의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은 직접적으로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과학자들의 과학적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문제는 과학적 연

구 과정이 비단 과학자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정부나, 기업, 시민들

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현대

의 과학을 기업의 성공을 위한 헌신에 불과하다(Macrina, 2005, p.15)

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대 과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학과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가 과학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과학윤리교육은 과학자를 포함한 현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과학자와 시민을 양성

해야 할 것이다(Ko, 2006; Lee, 2005; Rhee et al., 2009). 

그렇다면 과학윤리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과학윤리교육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윤리교육의 목

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습자

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높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NRC, 1996).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과학윤리교육의 목적은 윤리적 사회를 조성하고 윤리적 

성향을 지닌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있음(Crosthwaite, 2001)을 혹은 

과학윤리와 관련한 전문적 기능, 대인관계 기능, 의사소통 기능 등의 

습득(Anderson, 1998), 과학지식의 획득과 윤리적 분석능력의 습득

(Cho, 2008; Ratcliffe & Grace, 2003, pp.88-97)에 두기도 한다. 하지

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 도덕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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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범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으며

(Reiss, 1999), 더 나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둘 수 있겠다(Macrina, 2005; Sadler & Zeidler, 2005). 지금

까지의 과학윤리교육을 위한 국내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관점

에서 과학윤리교육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에서

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Choi et al., 2000; Harris & Ratcliffe, 2005; 

Rhee, 2011; Shin & Shin, 2012), 학업성취도 및 과학지식의 습득

(Cho, 2008; Ratcliffe & Grace, 2003, pp.65-87; Sadler, 2009),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Bell & Lederman, 2003; Khishfe & Lederman, 

2006; Shin & Shin, 2012; Walker & Zeidler, 2007), 과학적 소양 

및 의사결정능력의 신장(AAAS, 1993; Choi & Cho, 2000; Choi et 
al., 2011; Fowler et al., 2009; NRC, 1996, 2013; NSTA, 1990; Park 

et al., 2002; Ratcliffe & Grace, 2003, pp.118-141)등의 관점에서 과학

윤리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과학윤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을 때(Macrina, 

2005; Sadler & Zeidler, 2005), 이러한 관점의 접근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들이 과학

의 윤리적인 측면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지식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도출

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윤리교육은 

과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윤리적인 행위가 도출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목적성을 띄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st(1983, 1986)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4가지의 심리적인 과정

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한다. 인간은 (1)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해석하

고, (2)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판단하며, (3) 

도덕적 행동을 위하여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선택하고, (4) 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4가지의 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는데,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의 도덕교육 이론은 다양한 전통, 모델, 접근, 관점에서 유용하고 효과

적이라고 입증된 것들을 통합했다는 데 있으며(Kurtines & Gewirtz, 

1995, p.377), 기존 도덕교육의 개별적인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가

장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Park & Choo, 2007, p.185)로 인식되고 있

다. 과학윤리교육의 목표에 대한 Reiss(1999)의 견해를 살펴보아도 

레스트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적 도덕교육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그의 저서에서 과학윤리교육의 목표를 (1) 윤리적 

민감성의 증진, (2) 윤리적 지식의 획득, (3) 윤리적 판단력의 신장, 

(4) 도덕적 혹은 규범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고 하였다. 이는 Rest(1983)의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이 과학윤리교

육의 방법을 결정짓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과학교육 연구는 물론이고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관한 연구에서 레스트의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

도구 개발을 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SSI나 과학교육

(Clarkeburn, 2002; Fowler et al., 2009; Sadler, 2004)에서는 물론이

고, 의학윤리(Bebeau et al., 1985; Duckett & Ryden, 1994; Hong, 

2000; Self & Olivarez, 1996)나 교직윤리(Chang, 1994; Kim & Son, 

2002; Lim & Moon, 2007; Moon, 2004; Moon, 2006)등의 학문 분야

에서 레스트의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을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과학윤리와 관련된 윤리적인 특성을 ‘과학윤리성’으로 정의하

며, 과학윤리 민감성⋅판단력⋅동기화⋅품성화의 네 가지 요소를 구

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윤리성의 신장을 과학교육의 목적으로 본다면 과학윤리교육

은 과학윤리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과학윤리 민감성⋅판단력⋅동기화⋅품성화의 신장은 

과학과 관련한 특별할 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윤리적인 행동을 

도모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신장시켜 결국 행동으로 이어

지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윤리교육을 위하

여,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교육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윤리성이 어느 정도 수준

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윤리성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윤리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둘째,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과학윤리성 검사결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검사도구 개발 과정 및 방법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개발과정은 Figure 1과 같다. 문헌연

구 및 고찰,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초안 개발, 예비검사 및 학생 

이해도 조사, 검사도구 수정,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의 과정으로 이루

어졌다.

문헌연구 및 고찰 단계에서는, 과학학윤리 이론 및 도덕성 발달 

이론의 탐색과 기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 도덕성 발달이론 탐색과정에서는 레스트의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연구들을 탐색하면서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검사도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후 ‘청

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Kim & Lee, 2012)의 분석을 통하여 과학

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형식 및 내용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Kim & Lee, 2012)의 경우 도덕성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Rest(1983, 1986)가 제시한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한 검사도구이다. 검사도구

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

었는데, 통합적인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는 유일하다. 

검사도구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도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

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

이 이루어져 그 내용의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구 개발을 

위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보하였기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검사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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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의 형식 및 내용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검사도구 초안 개발 단계에서는, 검사도구에 포함되어야 할 과학윤

리의 가치와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과학교육 전문가 2인, 윤리

교육 전문가 2인, 과학자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검사도구에 들어갈 딜레마와 문항을 개발하여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과정과 수정 과정을 통하여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초안을 마련하였다.

예비검사 및 이해도 조사 단계에서는, 검사도구 초안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검사도

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딜레마 

이야기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문장의 맥락이나 단어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사도구의 문제점 및 수정⋅보완해야 할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검사 및 이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2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마지막 수정 작업을 통하여 검

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된 검사도구는 초등학교 3∼6학년

을 대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있는 총 6개 학교의 24개 

학급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검사결과를 분석하였다. 

2. 검사 대상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초안에 대한 예비 검사 및 이해도 설문

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북 소재의 초등학교 3∼6학년 각 1개반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원은 총 100명이며 학년별로는 3학년 26명, 

4학년 25명, 5학년 24명, 6학년 25명이다(Table 1).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도

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소재의 초등학교 3∼6학년을 선정하였다. 선

정된 인원은 총 599명인데 지역별로는 대도시 소재 학생은 202명, 

중소도시 209명, 읍면지역 186명이며, 학년별로는 3학년 142명, 4학

년 153명, 5학년 154명, 6학년 14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310명이

고 여자가 289명이다(Table 2). 

지역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계

대도시

3학년 26 23 49

599

4학년 25 27 52

5학년 27 24 51

6학년 28 22 50

계 106 96 202

중소도시

3학년 23 24 47

4학년 32 24 56

5학년 28 28 56

6학년 24 26 50

계 107 102 209

읍면지역

3학년 23 22 45

4학년 24 21 45

4723245학년

4924256학년

1869096계

Table 2. Participants of the test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과학윤리성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14년 6월∼7월에 걸쳐 검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결과, 초등학생들이 검사지 전체를 한 번

에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과학윤리 민감성⋅동

기화⋅품성화 검사도구를 하나로 묶고,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도구를 

Figure 1. Development process of science ethicality test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3학년 14 12 26

4학년 13 12 25

5학년 12 12 24

6학년 12 13 25

계 51 49 100

Table 1. Participants of the pilot test 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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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로 하여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시간은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파트별로 약 3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총 599부의 검사지가 수거되어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지의 응답에 대한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Moon(2011)의 세 가지 검토방법인 동일응

답지수(NoDIF), 무응답지수(MISRT, MISRK), 평정-순위 일치도

(RtXRk)도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검사지는 과학

윤리 민감성⋅동기화⋅품성화 진단 검사지가 507부이고, 과학윤리 

판단력 진단 검사지는 498부이다. 검사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SPSS 18.0을 이용하여 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별 내적신뢰도 및 하위요소

별⋅딜레마별⋅검사점수의 내적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다. 과학윤리성 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 성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Kim & Lee, 

2012)의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검사

도구의 딜레마와 검사문항의 형식을 파악하고 과학윤리성의 구성요

소별 하위요소를 결정하였다. 과학과 관련한 윤리적인 특성을 과학 

윤리성이라 규정하고,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를 과학윤리 민감성, 과

학윤리 판단력, 과학윤리 동기화, 과학윤리 품성화로 두었다. 과학윤

리성 진단 검사도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학윤리의 가치는 Resnik 

(1998)이 제시하고 있는 12가지의 과학윤리의 가치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학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과학윤리의 주제를 선정하여 검사도구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후 과학

윤리성의 4 구성요소별 하위요소를 근거로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가.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 및 하위요소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는 과학윤리 민감성, 과학윤리 판단력, 과학

윤리 동기화, 과학윤리 품성화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는 Rest(1983, 1986)의 도덕성 4 구성요소 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과학윤리에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학윤리 민감성’은 과학과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이 윤리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학윤리 판단력’은 과학과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서 어떠

한 행위 과정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또는 공정하지, 정의로운지를 판

단하는 능력이다. 

‘과학윤리 동기화’는 여러 가지 갈등하는 가치들 중에서 과학윤리

의 가치를 다른 개인적 가치들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과학윤리 품성화’는 과학윤리 가치의 행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

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쇠약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별 하위요소를 살펴보면(Table 3), 과학윤

리 민감성의 하위요소로 상황지각 민감성과 결과지각 민감성을, 과학

윤리 동기화의 하위요소는 과학윤리 지향성과 과학윤리 정서를, 과학

윤리 품성화의 하위요소로는 개인품성과 관계품성을 설정하였다. 

과학윤리성 구성요소 하위 요소

과학윤리 민감성

⋅상황지각 민감성

 - 윤리적 이슈(갈등) 지각

 - 윤리적 갈등 이유(관련 가치) 지각

 - 상황(등장인물)에 대한 감정

⋅결과지각 민감성

 - 행위 결과 지각

 - 예견한 결과 타인의 감정 공감

 - 예견한 결과 행동의 윤리적 가치 지각

과학윤리 판단력 ⋅정의에 대한 판단 기준

과학윤리 동기화

⋅과학윤리 지향성

 - 윤리적 자기 중요성

 - 윤리적 욕구

⋅과학윤리 정서

 - 자부심

 - 수치감

 - 죄책감

과학윤리 품성화

⋅개인품성

 - 의지력, 용기, 자신감, 효능감, 자기조절, 인내심

⋅관계품성

 - 사회적 수행기술, 갈등조절 및 문제해결

Table 3. Components and subcomponents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science

나.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과학윤리 주제 및 가치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에서 측정해야 할 과학윤리의 가치는 

Resnik(1998)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윤리의 12가지 가치에서 선정하

였다. 선정된 가치는 정직성, 공(Credit), 실험대상의 존중, 개방성, 

사회적 책임이다. 선정된 과학윤리의 주제는 표절, 공정한 공로배분, 

과학윤리성 구성요소 과학윤리의 가치 과학윤리 주제 딜레마

민감성

동기화

품성화

정직성 표절 자유탐구 보고서

공 공정한 공로배분 지유네 모둠활동

정직성 변조 효민이의 고민

판단력

실험대상의 존중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의사의 고민

사회적 책임 자연의 개발, 생물의 다양성과 멸종 아름다운 숲

개방성 연구결과의 발표 어느 과학자의 고민

Table 4. Standards and subjects in science ethicality test



Development of a Science Ethicality Tes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5

변조,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자연의 개발 및 생물의 다양성과 

멸종, 연구결과의 발표이다.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 중 민감성, 동기

화, 품성화를 진단하는 검사도구에는 공통의 3개 딜레마(자유탐구 보

고서, 지유네 모둠활동, 효민이의 고민)를 개발하였고, 판단력 진단 

검사도구는 별도의 3개 딜레마(의사의 고민, 아름다운 숲, 어느 과학

자의 고민)를 개발하였다(Table 4).

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딜레마 및 문항 구성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는 총 여섯 개의 딜레마와 114개의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 개의 딜레마(자유탐구 보고서, 지유

네 모둠활동, 효민이의 고민)는 과학윤리 민감성⋅동기화⋅품성화의 

진단을 위한 딜레마로서 각 딜레마별로 민감성 문항 9개, 동기화 문항 

9개, 품성화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2). 나머지 세 개의 

딜레마는 과학윤리 판단력을 진단하기 위한 딜레마로서 각 딜레마별

로 판단력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이 12개씩 구성되어 있다(Figure 3).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각 딜레마 내용은 Table 5와 같다. 

과학윤리 민감성⋅동기화⋅품성화 검사도구의 딜레마 중 자유탐구 

보고서는 표절, 지유네 모둠활동은 공정한 공로배분, 효민이의 고민

은 변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단력 검사도구의 딜레마인 의

사의 고민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윤리, 아름다운 숲

은 과학에서의 사회적 책임, 어느 과학자의 고민은 연구결과 발표에

서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성의 구성요소에 따른 하위요소별 문항의 구성은 Table 

6과 같다. 민감성의 하위요소 중 상황지각 민감성은 15문항, 결과지각 

민감성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화의 하위요소중 지향성 

15문항, 정서 12문항, 품성화의 하위요소중 개인품성 15문항, 관계품

성이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단력 진단 36문항을 포함하여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전체는 1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윤리성의 각 구성요소별 문항의 예시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과학윤리성 구성요소 딜레마 내용 요약

민감성

동기화

품성화

자유탐구 보고서
몸이 아파서 자유탐구를 하지 못한 소영이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탐구를 한 것처럼 

꾸며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어 하는 상황

지유네 모둠활동
모둠원들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동 과제에 현민이가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현민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자기도 명단에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는 상황

효민이의 고민
효민이와 소영이는 과학실에서 한 실험이 잘못됨을 발견하나 다시 올바로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잘못된 실험결과를 제출하기 싫어서 실험결과를 약간만 수정하고 싶어하는 상황

판단력

의사의 고민

어느 불치병 연구 권위자인 의사가 병의 치료법 연구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자신조차 병에 걸기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병의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하여 아직은 위험한 단계인 임상실험을 하고자 하는 

상황

아름다운 숲

많은 희귀종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숲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숲을 개발하게 되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름다운 숲을 개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어느 과학자의 고민

어느 과학자의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과자 회사의 제품 여러 개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면 친척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고민되는 상황

Table 5. Dilemmas in science ethicality test

딜레마

검사문항

(총78문항)

자유탐구 보고서

민감성

9문항

동기화

9문항

품성화

8문항

지유네 모둠활동

민감성

9문항

동기화

9문항

품성화

8문항

효민이의 고민

민감성

9문항

동기화

9문항

품성화

8문항

Figure 2. Composition of questions in science ethical sensitivity/motivation/character test 

의사의 고민 아름다운 숲 어느 과학자의 고민

판단력

12문항

판단력

12문항

판단력

12문항

딜레마

검사문항

(총36문항)

Figure 3. Composition of questions in science ethical judg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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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 검사 결과

가. 신뢰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검사 점수에 대한 신뢰

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과학윤리성 4구성

요소 모두에서 높게 나왔다. 검사 점수에 대한 신뢰도 또한 과학윤리 

민감성⋅판단력⋅동기화⋅품성화 모두에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왔다. 

1) 문항의 내적신뢰도

가) 과학윤리 민감성 문항

과학윤리 민감성을 측정하는 2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6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각 딜레마별로는 자유탐구 보고서가 .620 지유네 

모둠활동이 .736 효민이의 고민이 .785로 나와 딜레마별로도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Table 8). 과학윤리 민감성의 하위요소별로 신

뢰도를 측정한 결과 두 개의 하위요소 모두 높은 신뢰도가 나왔으며, 

상황지각 민감성(.793)이 결과지각 민감성(.783)보다 약간 높게 나왔

다(Table 9). 이는 과학윤리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들이 

매우 신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딜레마 문항수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자유탐구 보고서 9 .620

.866지유네 모둠활동 9 .736

효민이의 고민 9 .785

Table 8. Reliability of ethical sensitivity questions by dilemmas

하위요소 딜레마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하위요소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상황지각 민감성

자유탐구 보고서 .475

.793지유네 모둠활동 .613

효민이의 고민 .683

결과지각 민감성

자유탐구 보고서 .552

.783지유네 모둠활동 .602

효민이의 고민 .728

Table 9. Reliability of ethical sensitivity questions by 
subcomponents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문항의 신뢰도와 청소년 도덕 민감성 검사문

항의 신뢰도를 비교해 본 결과 민감성의 하위요소(상황지각 민감성, 

결과지각 민감성) 및 전체 민감성 문항의 신뢰도가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문항에서 약간 낮게 나왔다(Table 10).

구 분
청소년 도덕 민감성 검사문항

(Cronbach’ α)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문항

(Cronbach’ α)

상황지각 민감성 .861 .793

결과지각 민감성 .876 .783

민감성 전체 .925 .866

Table 10. Comparison of moral and ethical sensitivity about 
reliability

나) 과학윤리 판단력 문항

과학윤리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 36개에 대한 신뢰도는 .839로 

매우 높게 나왔다. 딜레마별로 의사의 고민 .668, 아름다운 숲 .663, 

어느 과학자의 고민이 .653이다(Table 11). 판단 단계에 따른 문항의 

과학윤리성 구성요소 하위요소 문항 전체 문항

민감성
상황지각 민감성 15

27
결과지각 민감성 12

판단력 정의 판단 36 36

동기화
지향성 15

27
정서 12

품성화
개인품성 15

24
관계품성 9

Table 6. Composition of questions in components of science ethicality test

과학윤리성 구성요소 하위요소 문항 예시

민감성
상황지각 민감성 소영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지각 민감성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판단력 정의 판단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동기화
지향성 나는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서 인터넷의 자료를 내가 한 것처럼 꾸며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품성화
개인품성 보고서를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제출하겠다.

관계품성 소영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다.

Table 7. Examples of questions in components of science ethic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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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살펴본 결과(Table 12), 1단계 .700, 2단계 .440, 3단계 .516, 

4단계 .567, 5단계 .432, 6단계 .374로 기존에 실시한 도덕 판단력 

검사 결과(Choi et al., 2011: 130-131)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

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Kim & Lee, 2012: 117)에서 실시한 

DIT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비교해본 결과(Table 13), 과학윤리 판단

력 검사도구의 문항 신뢰도가 대부분 높게 나왔다. 이는 과학윤리 

판단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 신뢰할 수 있게 개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딜레마 문항수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의사의 고민 12 .668

.839아름다운 숲 12 .663

어느 과학자의 고민 12 .653

Table 11. Reliability of ethical judgment questions by dilemmas

판단 단계 문항수
판단 단계별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1단계 6 .700

.839

2단계 6 .440

3단계 6 .516

4단계 9 .567

5단계 6 .432

6단계 3 .374

Table 12. Reliability of ethical judgment questions by stages

구 분

청소년 도덕 판단력(KDIT)
과학윤리 

판단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oi et al.,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 Lee, 2012)

1단계 .615 - .700

2단계 .246 - .440

3단계 .438 - .516

4단계 .373 - .567

5단계 .546 - .432

6단계 .296 - .374

전 체 .76 .839

Table 13. Comparison of KDIT and ethical judgment about 
reliability

다) 과학윤리 동기화 문항

과학윤리 동기화를 측정하는 27개의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는 

.903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딜레마별로는 자유탐구 보고서가 .786, 

지유네 모둠활동이 .822, 효민이의 고민이 .886이다(Table 14). 과학

윤리 동기화의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과학윤리 지향성이 .824이고 과

학윤리 정서가 .839로 나와 하위요소별로도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고 보여주고 있다(Table 15). 이는 과학윤리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들이 신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딜레마 문항수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자유탐구 보고서 9 .785

.903지유네 모둠활동 9 .822

효민이의 고민 9 .886

Table 14. Reliability of ethical motivation questions by dilemmas

하위요소 딜레마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하위요소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과학윤리 지향성

자유탐구 보고서 .667

.824지유네 모둠활동 .714

효민이의 고민 .786

과학윤리 정서

자유탐구 보고서 .783

.839지유네 모둠활동 .718

효민이의 고민 .833

Table 15. Reliability of ethical motivation questions by 
subcomponents

과학윤리 동기화 검사문항의 신뢰도와 청소년 도덕 동기화 검사문

항의 신뢰도를 비교해 본 결과 과학윤리 동기화의 하위요소인 과학윤

리 지향성(.824)과 과학윤리 정서(.839), 전체 과학윤리 동기화(.903) 

검사문항 모두에서 청소년 도덕 동기화 검사문항의 신뢰도보다 약간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Table 16).

구 분
청소년 도덕 동기화

(Cronbach’ α)
과학윤리 동기화

(Cronbach’ α)

지향성 .907 .824

정서 .913 .839

동기화 전체 .907 .903

Table 16. Comparison of moral and ethical motivation about 
reliability

라) 과학윤리 품성화 문항

과학윤리 품성화를 측정하는 2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해본 

결과(Table 17), 딜레마별로는 자유탐구 보고서 .815, 지유네 모둠활

동 .804, 효민이의 고민 .859로 나왔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7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과학윤리 동기화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를 측정한 결과(Table 18), 두 개의 하위요소인 개인품성(.852)과 관계

품성(.804) 모두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과학윤리 품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 또한 신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딜레마 문항수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자유탐구 보고서 8 .815

.907지유네 모둠활동 8 .804

효민이의 고민 8 .859

Table 17. Reliability of ethical character questions by dile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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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 딜레마
딜레마별 신뢰도

(Cronbach’ α)

하위요소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개인품성

자유탐구 보고서 .743

.852지유네 모둠활동 .705

효민이의 고민 .822

관계품성

자유탐구 보고서 .636

.804지유네 모둠활동 .681

효민이의 고민 .666

Table 18 Reliability of ethical character questions by 
subcomponents

과학윤리 품성화 검사문항의 신뢰도와 청소년 도덕 품성화 검사문

항의 신뢰도를 비교해 본 결과, 과학윤리 품성화의 하위요소인 개인

품성(.852)과 관계품성(.804) 그리고 과학윤리 품성화 전체 문항의 신

뢰도(.907) 모두가 청소년 도덕 품성화 검사문항의 신뢰도보다 약간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Table 19). 

구 분
청소년 도덕 품성화

(Cronbach’ α)
과학윤리 품성화

(Cronbach’ α)

개인품성 .915 .852

관계품성 .876 .804

품성화 전체 .949 .907

Table 19. Comparison of moral and ethical character about 
reliability

2)검사 점수의 내적신뢰도

가) 과학윤리 민감성 점수

과학윤리 민감성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911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학년별로는 3학년(.923)이 가장 높았으며 6학년

(.917), 5학년(.911), 4학년(.891)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Table 20). 

이는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 년
학년별 신뢰도

(Cronbach’ α)

3 .923

4 .891

5 .911

6 .917

전체 .911

Table 20. Reliability of ethical sensitivity score(Mean)

나) 과학윤리 판단력 점수(P점수)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 P 점수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학년별로 

3학년 .543, 4학년 .616, 5학년 .569, 6학년 .557로 나왔으며 전체 P 

점수의 신뢰도는 .572로 나왔다. 4학년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5학년

과 6학년 3학년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Table 21). 

이 결과는 기존의 DIT 검사들의 신뢰도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on(2011)의 연구결과에서 DIT 검사결과 초등학생

들의 신뢰도는 .55를 나타내는데,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결과의 경우 

이보다 높은 .572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Table 22). 

학 년
학년별 신뢰도

(Cronbach’ α)

3 .543

4 .616

5 .569

6 .557

전체 .572

Table 21. Reliability of ethical judgment score(P-score)

구 분

청소년 도덕 판단력(KDIT)
과학윤리 

판단력문용린(Moon,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oi et al., 2011)

초등학생 .55 - .572

중,고등학생 .59 .616 -

대학생 및 성인 .63 - -

전체 .61 .616 .572

Table 22. Comparison of KDIT and ethical judgment about 
reliability

다) 과학윤리 동기화 점수

과학윤리 동기화 점수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학년별로는 3학년 

.911, 4학년 .823, 5학년 .822, 6학년 .858로 나왔으며, 전체 과학윤리 

동기화 점수에 대한 신뢰도는 .858를 나타냈다(Table 23). 이는 과학

윤리 동기화 검사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 년
학년별 신뢰도

(Cronbach’ α)

3 .911

4 .823

5 .822

6 .858

전체 .858

Table 23. Reliability of ethical motivation score(Mean)

라) 과학윤리 품성화 점수

과학윤리 품성화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학년별로는 

3학년이 .928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은 .835, 5학년 .881, 6학년 .880

으로 나왔다. 전체 품성화 점수에 대한 신뢰도는 .88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Table 24). 이는 과학윤리 품성화 검사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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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년별 신뢰도

(Cronbach’ α)

3 .928

4 .835

5 .881

6 .880

전체 .885

Table 24. Reliability of ethical character score(Mean)

나. 평균 비교

1) 과학윤리 민감성 평균 비교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 결과를 학년별, 성별, 지역별로 차이를 비교

해보았다. 먼저 과학윤리 민감성 점수는 학년별로 살펴 본 결과(Table 

25), 3학년(M=5.19)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5학년

(M=5.37)과 6학년(M=5.37)이 높았으며 4학년(M=5.4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른 과학윤리 민감성 점

수의 경우 여자(M=5.39)가 남자(M=5.30)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6).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과학윤리 민감성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M=5.48)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읍면지역(M=5.31)이 높았고, 중소도시(M=5.25)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의하게 

나왔으며 사후검증결과 대도시의 학생들의 점수가 중소도시 학생들

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7).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3 115 5.19 .076

2.136 .095

4 128 5.42 .755

5 134 5.37 .756

6 130 5.37 .729

전체 507 5.34 .034

p<.05, p<.01

Table 25. Grade comparison of ethical sensitivity score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남 256 5.30 .821

-1.318 .189여 251 5.39 .706

전체 507 5.34 .767

Table 26. Gender comparison of ethical sensitivity score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Sheffe)

대도시 172 5.48 .757

4.236 .015 대도시>중소도시
중소도시 177 5.25 .760

읍면지역 158 5.31 .769

전체 507 5.34 .767

Table 27. Local comparison of ethical sensitivity score

2) 과학윤리 판단력 평균 비교

과학윤리 판단력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해본 결과(Table 28), 3학년 

23.84, 4학년 25.38, 5학년 26.89, 6학년 23.6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이 높아지다가 6학년의 평균이 갑자기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9), 여자가 25.56이고 남자가 

24.87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에 따른 평균을 살펴보면(Table 30), 대도시 

25.07, 중소도시 25.05, 읍면지역 25.54로 지역에 따른 평균의 차이 

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3 111 24.84 12.76

1.508 .212

4 124 25.38 13.42

5 134 26.89 12.49

6 129 23.64 11.58

전체 498 25.21 12.58

Table 28. Grade comparison of ethical judgment score(P-score)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남 251 24.87 11.96

-0.608 .543여 247 25.56 13.21

전체 498 25.21 12.58

Table 29. Gender comparison of ethical judgment score(P-score)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도시 157 25.07 12.09

.080 .923
중소도시 181 25.05 13.14

읍면지역 160 25.54 12.49

전체 498 25.21 12.58

Table 30. Local comparison of ethical judgment score(P-score)

3) 과학윤리 동기화 평균 비교

과학윤리 동기화 검사 결과를 학년별로 비교해본 결과(Table 31), 

점수의 평균은 3학년 5.34, 4학년 5.67, 5학년 5.58, 6학년 5.45, 전체 

5.51로 나왔다. 4학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학년, 

6학년, 3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학년과 4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성별에 따른 과학윤리 동기화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Table 

32), 여자(M=5.55)의 점수가 남자(M=5.48)보다 약간 높게 나왔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과

학윤리 동기화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Table 33), 대도시(M=5.69) 

학생들의 평균이 중소도시(M=5.40)나 읍면지역(M=5.45)의 학생들

보다 높게 나왔다. 통계분석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p<.01)간에 그리

고 대도시와 읍면지역(p<.05)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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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Sheffe)

대도시 172 5.69 .816

6.381 .00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읍면지역

중소도시 177 5.40 .837

읍면지역 158 5.45 .787

전체 507 5.51 .823

p<.05, p<.01

Table 31. Local comparison of ethical motivation score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남 256 5.48 .833

-0.949 .343여 251 5.55 .813

전체 507 5.51 .823

Table 32. Gender comparison of ethical motivation score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Sheffe)

대도시 172 5.69 .816

6.381 .002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읍면지역

중소도시 177 5.40 .837

읍면지역 158 5.45 .787

전체 507 5.51 .823
p<.05, p<.01

Table 33. Local comparison of ethical motivation score

 

4) 과학윤리 품성화 평균 비교

과학윤리 품성화 검사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해 본 결과(Table 34), 

점수의 평균은 3학년이 5.31, 4학년 5.56, 5학년 5.44, 6학년 5.32, 

전체 5.41로 나타났다. 4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3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35), 남자

(M=5041)와 여자(M=5041)의 평균이 같게 나왔다. 지역에 따른 점수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M=5.59)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

며 다음으로 읍면지역(M=5.34)이 높았고 중소도시(M=5.30)의 점수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p<.01)간에 그리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p<.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6).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3 115 5.31 .955

2.362 .071
4 128 5.56 .770

5 134 5.44 .816

6 129 5.32 .858

전체 506 5.41 .853

Table 34. Grade comparison of ethical character score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남 256 5.41 .856

.109 .914여 250 5.41 .851

전체 506

Table 35. Gender comparison of ethical character score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Sheffe)

대도시 172 5.59 .825

5.887 .003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읍면지역

중소도시 176 5.30 .066

읍면지역 158 5.34 .831

전체 506 5.41 .038
p<.05, p<.01

Table 36. Local comparison of ethical character score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Kim & 

Lee, 2012)를 분석한 후 이를 수정하여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과학

윤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과학

윤리성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Kim & Lee, 2012)의 경우 Rest(1983)의 도덕

성 4구성요소 모형 이론에 기초한 도덕성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검사도구들 중에서 네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국내외 유일의 검사도구이다. 또한 전문 연구진이 다년간에 걸

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도구를 개발하였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과학윤리

성 진단 검사도구는 과학윤리 민감성⋅판단력⋅동기화⋅품성화를 진

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 민감성의 하위요소

는 상황지각 민감성과 결과지각 민감성으로 두었고, 민감성 측정 문

항은 딜레마별로 각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콜버그의 6단계의 도덕판단 단계에 맞도

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질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딜레마별로 12문항

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 동기화의 하위요소는 과

학윤리 지향성과 과학윤리 정서로 설정하였고, 동기화 측정 문항은 

딜레마별로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 판단력

의 하위요소는 개인품성과 결과품성으로 설정하였고, 딜레마별로 8

문항씩 총 24문항의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과학교육 전문가 2인, 윤리교육 전문

가 2인, 과학자 1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검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과학윤리 민감성⋅판단력⋅동기화⋅
품성화의 네 가지 검사도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점수에 대한 신

뢰도가 모두 높게 나왔다. 특히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도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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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K-DIT검사를 통한 Moon(2011)의 결과나 Kim & Lee(2012)

의 측정 결과에 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P(%)점수에 대한 

신뢰도와 각 단계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나타났다. 이는 과학

윤리성 진단 검사도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

다. 특히 과학윤리 판단력 검사도구의 경우 개발단계에서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검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연구 결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윤리 민감성 검사 결과, 학년과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평균이 중소도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학윤리 판단력의 경우, 학년별, 성별, 지역

별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결과는 학년별 점수

를 비교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

다. 이는 Kim(2004, 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는 것인데 아마도 

6학년들이 지니는 특성과 관련한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윤리 동기화 검사 결과,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학생들의 점수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의 점수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진 않았지만 품성화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경우 여자의 

점수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Choi et al., 2010; 

Kim & Lee, 2012; Moon et al., 2008)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윤리성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충분

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실시하게 될 과학윤리교

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학생들의 과학윤리성을 진단하는 기능을 함으

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앞으로 과학윤리교육이 보충

해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로 연구해서 밝혀야 할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개발된 

검사도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검사도구의 딜레마와 문항

들이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

다. 그렇다고 하여도 실제 검사를 통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

하고 초등학생들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과학윤리 민감성⋅동기화⋅품성화 검사도구의 경우 공

통의 딜레마들로 문항들이 한 번에 묶여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공통의 딜레마로 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관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항들을 따로 분리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보고 기존의 검사도구와의 

비교를 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학윤리 판단

력 검사의 경우 P(%)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기존의 검사도구보다는 

높게 나왔다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검

사방법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고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과학윤리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목적으

로,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과학윤리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Rest(1983, 1986)의 도덕

성 4구성요소 모형을 과학윤리에 적용하였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청소년 도

덕성 검사도구(Kim & Lee, 2012)를 분석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과학

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에 적용하였다. 과학윤리성의 4가지 구성요소

를 설정하고 각각의 하위요소를 선정한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와 이해도 검사를 통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검사도

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는 2명의 과학윤리 전문가, 2명의 윤리교육 전문가, 1명의 과학자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점검받았다. 그리고 개발된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

구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과학윤

리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의 문

항에 대한 신뢰도와 검사점수에 대한 신뢰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나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가 신뢰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을 한 과학윤리성 검사 결과, 과학윤리 

민감성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과학윤리 동기화는 학년

별⋅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윤리성 진단 검사도구는 초등학생

들의 과학윤리성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과학윤리, 과학윤리교육, 과학윤리성, 과학윤리성 검사, 
과학에서의 윤리적 특성,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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