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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인 수업이

예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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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을 통해 중등 학생들에게 과학의 본성을 지도하는 것은 과학 교육

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

지 많은 과학교사들과 예비 과학교사들은 과학의 본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지

도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

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조사하고, 과학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명시적인 수업을 통해 이들의 인식이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수업 내용

에는 다양한 사례와 탐구 실험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창안, 관찰과 추론, 관찰의 주관성 등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지식의 잠정성, 이론의 생성, 실험 목적 등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은 후기실증주의 관점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과학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안목도 형성되었으며, 
과학의 본성을 중등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음도 인식하였다. 앞으로 예

비 과학교사 교육과정에 과학의 본성에 관련된 수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이 과학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특
히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이 연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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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의 복잡하고 다면 인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과학의 본성에 

한 의미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1) 리더만(N. G. Lederman)은 과학의 본

성을 앎의 방법으로, 는 과학 지식 발달의 근본 인 가치와 신념으로 

보았다.2) 한 과학의 본성에 과학 지식의 잠정성, 경험성, 주 성, 상상

과 창조의 역할, 사회 문화  향에 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한다.3)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과학 교육의 주요 목  

 하나인 과학  소양의 함양에 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 5

차 교육 과정 이래 과학 교육의 주된 목표  하나로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작 과학 교육 목표 달성을 해 학생들

을 지도해야 하는 과학 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수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앤더슨(H. O. Anderson) 등

의 연구에서도 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 수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교사 는 비교사들이 과학의 본성을 제 로 이해하

지 못한다면, 재 과학 교육의 목 에 부합하도록 과학을 지도할 때 문

제가 될 수 있다고 리더만(N. G. Lederman)은 지 하 다.

바람직한 과학 수업을 해서 과학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학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에 한 자신의 이해를 비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과학의 본성에 한 교사들의 은 그들

의 교수 신념의 틀을 세우는데 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이 수업과 

깊은 련을 가진다.6) 그러나 비교사나 직의 과학교사들이 가지고 있

는 과학의 본성과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을 지 한 

 1) 김미경과 김희백(2008), p.565. 

 2) Lederman 등(2002), pp.498-499.

 3) Lederman(1999), p.920. 

 4) 소원주 등(1998), Lederman(1992), 김  등(2007), 장병기(1995), 

Gallagher(1991).

 5) Anderson, Harty, & Samuel(1986).

 6) Tsai(2006), Hashweh(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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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있으며,7)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교사교육에서 과학의 

본성에 한 강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기 때문임을 지 한 연구

들도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과학의 본성을 직 으로 다루는 명시 인 수업의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비교사 교육과정에서 명시 으로 과학의 본성

을 지도하는 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하 으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

후 비 교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연구 문제를 구체 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은 비 과학교사들의 과

학의 본성에 한 이해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둘째, 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은 과학교육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사고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 과학교육에서 바라보는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은 과학  세계 , 과학  탐구, 과학

 기업 등 과학과 련된 다양한 과학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9) 

이러한 정의는 과학 철학과 과학교육에 반 되고, 이는 다시 과학의 본성

에 한 정의에 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과학교육 개 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에 발간된 ‘국가과학교육 

기 ’은 ‘모든 학생들이 과학  소양을 갖추도록 하려면 과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을 맞추고 있으며10), 국가 수 의 과학과 교육과

 7) 김  등(2007), 장병기(1995), Morrison 등(2009).

 8) Matkins 등(2002), Akerson 등(2006).

 9) AAAS(1993).
10) National Research Counci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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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틀 안에는 과학 개념의 이해, 탐구능력의 개발, 개인 ․사회  견

지와 탐구․기술․과학의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  과학사 이해 등을 강

조하고 있다.11)

2002년도에 미국 과학교사 회에서도 과학의 본성에 련된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12)

•과학 지식은 신뢰성이 높은 동시에 불확실하다. 신뢰성이 높다

는 말은 ‘과학 지식은 신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불확실 

하다는 말은 ‘지 까지 증거가 재해석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밝

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일한 과학 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에 근

거를 둔 과학 인 설명 방법과 자연 상태와 반 되는 실험을 

하는 방법 등과 같이 일정한 근법을 특정화하여 나  수는 

있다.

•창조성은 과학 지식의 개발에 한 역할을 한다.

•가설과 법칙 사이에 계가 있다.

• 찰과 추리 사이에 계가 있다. 

•과학이 아무리 객 이 되려고 노력해도, 과학 지식의 개발에

는 주 인 요소들이 항상 존재한다. 

•사회 문화  요소들이 과학 지식의 개발에 향을 미치기도 한

다. 

한 리더만(N. G. Lederman)은 미국과학진흥회와 미국연구 원회의 

개  문서를 기 로 하여 과학 지식의 잠정성, 경험  근거, 주 성, 추

론, 상상과 창조성, 찰과 추론의 연합성, 그리고 사회 문화  내재성을 

과학의 본성 요소들로 제안하 다.13) 그리고 이후 연구에서 과학 이론과 

법칙 사이의 련성도 포함시켰다.14) 다음은 리더만(N. G. Lederman)이 

11) 최병순 등(2004).
12)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2002).
13) Lederman(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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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과학의 본성에 한 일곱 가지 정의이다.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실험  근거

•과학 지식의 주 성

•인간의 이미지와 상상에 의해 생산된 과학지식

•과학 지식의 사회 , 문화  연 성

• 찰과 추리의 구분

•과학  이론과 법칙 사이의 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의 ‘탐구’ 

단원에서 과학의 본성을 다루고 있다.15) 

과학교육을 과학에 한 교육이나 과학의 교육으로 정의할 때, 과학교

육은 과학의 본성, 과학 지식  과학  방법의 이해를 목 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과학  개념, 법칙, 이론, 방법 등을 이용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과학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과학의 본질  속성은 과

학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가 되며, 학습 내용은 과학 지식으로부터 선

정되고 조직되기 때문에 과학의 본성에 한 에 따라 과학 교육  

학습 지도의 의미가 달라진다. 특히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는  과

학교육의 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비 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의 발달은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 교사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에 한 본성과 역사에 

한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16) 과학의 본성을 기르기 해 과학사  

과학철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교육과정에 한 심은 오래 부터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17) 과학철학이나 과학사  교육 내용은 학습자에

14) Lederman(1999).
15) 조정일 등(2008), p.955; 김  등(2007), p.810.
16) Mattews(1994).
17) Andedrson 등(1986), Cachapuz & Paixão(2002), Abd-El-Khali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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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학자의 사고 과정과 과학의 개념 발달 과정에 해 경험시킴으로써 

과학  지식의 창안이나 잠정성 등에 한 이해를 발달시키고 과학 개념

에 한 이해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과학 교사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한 강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 교사들도 수업을 설계할 때 

과학의 본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학의 본성은 명시 으로 제

시되지 않고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암시 으로 제시되었을 때 교육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18) 따라서 과학의 본성이 수업 내용에 도입되

기 해서는 과학의 본성에 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이를 교육 

내용에 명시 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19).

3. 과학의 본성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 고안

비 과학교사들을 하여 명시 으로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기 한 

수업을 고안하고, 이 수업을 통해 비교사들의 인식이 변화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먼 , 수업 에 비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한 인식

을 알아보기 한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다형 

설문지를 비하 고, 과학의 본성 수업에서 달하고자 하는 과학의 본

성 측면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20)에서 사

용한 설문지에서 과학의 본성에 련된 4문항을 차용하고, 변형된 버 의 

VOSTS(Views On Science-Technology-Society)21)에서 련된 7개

의 문항을 차용하여 총 1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 다. VOSTS는 

STS 련 주제에 한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하기 하여 캐나다 고등학

생들 수천 명을 상으로 6년 동안에 걸쳐 5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

(2000), Mattews(1994), McComas 등(1998), Lin & Chen(2002), 김경순 

등(2008).
18) 김경순 등(2008), Meichtry(1992), Abd-El-Khalick, & Lederman(2000), 

Khishfe & Abd-El-Khalick(2002), 김지나 등(2008).
19) 최 환 등(2009).
20) Lin & Chen(2002), pp.787-790.
21) Aikenhead & Ryan(1992), pp.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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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설문지22)이다. VOSTS는 과학과 기술의 정의, 사회가 과학․기술

에 미치는 향,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향, 학교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향, 학교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향, 과학자의 특성, 과학 지식

의 사회  구성, 기술의 사회  구성, 과학 인식론 등 8개 범주에서 총 

114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 은행식 검사도구이다. 기존의 검사 

도구와 달리 VOSTS는 학생들의 지필 응답과 면  결과 등을 토 로 

여러 차례의 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

념을 비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한 VOSTS를 

이용하여 연구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기 때문

에 이 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2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는 실험과 과학

 모델의 목 ’, ‘이론의 생성 과정’, ‘가설, 실험과 찰의 계’, 그리고 

‘과학  지식의 한계와 잠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연구 단계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과학의 본성에 해 유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 과학 교사 8인에게 투입하여 독해에서 발생하

는 문제  타당도 등을 검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한 문항을 다

시 두 명의 화학 공 등 과학 교사에게 검토 의뢰하여 최종 인 설문

지를 완성하 다. 

이 설문지는 과학의 본성에 련된 수업 에 투입하 으며, 수업을 하

는 과정에서 간과 사후에 사 과 동일한 설문지를 재투입하여 비 교

사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 다. 각 문항의 응답은 논리  경험주의 는 

후기실증주의로 분류하 다.24) 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을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간 설문지를 실시한 다음부터 실시하 으며, 사후 면담까지 각 학생별로 

2번씩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로 설문지의 응답 이유를 묻거나, 이  설

문지와의 응답이 달라지면 응답이 변한 이유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22) Aikenhead & Ryan, 1989.
23) Rubba, Schoneweg, & Harkness, 1996.
24) Aikenhead & Ry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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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업에 참여한 비교사들은 부에 치한 한 사범 학의 화학

교육학과 재학생 36명이었으며, 모두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 다. 이들 

에서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2학년 6명이었다. 이들은 아직 화학교

육 련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서 과학의 본성에 련된 직 인 교육은 

받지 않은 상태 다. 

심층 면담은 설문지의 응답을 확인하기 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문항과 응답을 이용하여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상들은 

모두 개별 으로 두 차례의 면담에 참여하 고, 면담은 평균 으로 35 - 

50분이 소요되었다. 사 에 상자들에게 면담 내용이 녹음되며, 연구에 

사용될 것임을 알렸다. 면담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연구실에서 이루어졌

으며, 녹음하기 에 사 인 화를 5분 정도 나 면서 연구 상자가 면

담 장소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다. 

과학의 본성을 명시 으로 지도하기 해 고안한 수업에는 과학사  

근과 탐구  근 방식을 용하 다. 화학의 기본 입자의 발달에 련

된 수업(1-2차시), 물질의 운동에 한 사고의 발달에 련된 수업(3차

시)과 기압의 개념 형성 과정에 련된 수업(4차시)에서는 과학사를 도입

하 으며, 이 때 다루는 개념들에 한 사고가 시 와 에 따라 어떻

게 변천되어 가는 지에 한 을 심으로 과학의 본성에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과 과학  지식의 창안 과정에 해 다루었다. 

탐구를 도입하여 과학의 본성을 제시한 수업(5-6차시)은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소재로 도입하 다.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일정성분비 법칙에 련

된 실험의 결과를 찰하면서 돌턴이 원자설을 도출해 내는 사고 과정을 

통해 찰과 추론, 과학 지식의 잠정성 등을 경험하도록 하 다. 탐구 수

업은 부분 비 교사들의 직 인 실험 후 결과 해석 과정에서 이루

어진 토론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거나 반박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론의 

성립과 기각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 다. 특히 찰 결과가 이론과 잘 맞

지 않는 부분을 경험시킴으로써 찰의 주 성과 과학 지식의 잠정성 등

을 강조하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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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 내용 과학의 본성

1 과학사의 의미와 원자, 원소, 분자 과학 지식의 잠정성

2

돌턴의 원자설과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라카토스의 연구 로그램

-포퍼의 반증주의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창안

3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과학 지식의 잠정성

4

토리첼리와 기압

-종교와 과학

-토리첼리의 가설 추리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창안

5
일정성분비의 법칙

-교과서에 제시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실험

찰과 추론

찰의 주 성

6 요오드화납 생성 실험

과학 지식의 잠정성

찰과 추론 

찰의 주 성

[표 1] 과학의 본성을 명시 으로 지도하기 한 수업 구성 내용 

4. 과학의 본성을 가르친 수업의 효과

4.1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구 결과,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련된 항목에서 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2). 이는 선행연구25)의 결과와도 유사

하다. 

 

25) Seoung, Bryan & Butler(2009),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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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교사
과학  지식의 잠정성

사 간 사후 

Group1

P1 논리 후기 후기

P4 논리 후기 후기

P5 논리 후기 후기

Group2

P2 후기 후기 후기

P3 후기 후기 후기

P6 후기 후기 후기

[표 2]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변화 

수업 에 면담 상자  3명은 이미 후기실증주의  을 가지고 

있었으며, 3명은 논리실증주의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수업 

간의 면담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후기실증주의  을 형성하 으며, 

이는 수업 후에도 지속되었다. 

수업 에 투입한 설문지에서 과학  지식이 사실의 지속 인 축 에 

의해 변한다고 사고하 던 P1, P4, P5는 수업 과정에서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 과학  지식은 인 것이 아니며 시 , 사회  약속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수업을 통해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과학의 잠정성에 해 인식

의 변화를 일으킨 학생  한 명과 면담을 한 내용이다. 

69 연구자: 과학  지식이 바 다고 [검사지에] 었는데?

70 P5: 네.

71 연구자: 왜 그 게 생각했는지 를 들어 래?

72 P5: 음.. 무 일반 이긴 한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  흐름에 따라 바  지식은 되게 많이 존재한다

고 생각을 해요.  수업시간에도 원자 원소 이런 정의들이 바 잖

26) 이 분류는 선행연구(Lin & Chen(2002)과 Aikenhead & Ryan(1992))에서 

밝힌 기 에 따랐으나, 분류 기 의 타당성에 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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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지  보면 잘못된 지식인데도 그 시 를 

표하는 것은 시  분 기에 따라서 종교에 한 강한 믿음이 

강한 시 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변

하는구나! 그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P5, 간 면담 내용 )

처음부터 후기실증주의  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

록 인식 자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수업이 후기실증주의  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 다. 면담 

사례 에 이에 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7 연구자: 이번 수업이 한테 미친 향이 구체 으로 뭐가 있을

까? 수업 부터 는 과학이 반증되면서 발달한다고 했는데. 

118 P6: 아! 그 에는 그냥 이론으로만 배웠던 걸, ‘아 그 구나!’(하

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에는) 그냥 믿었는데, 실험 해보고 그

러니까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걸 보니, 무조건 (책에 있는 내용

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그게 정

인 건지 부정 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고요. 

흐름, 이런 게 요하다고 생각하게 어요. 

119 연구자: 흐름? 무슨 흐름?

120 P6: 그냥, 지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개념이 어떠했기에 이 게 바  건지 아는 것도 요한 것 같아요.

138 P6: 반증되는 오류들도 그  시 에는 표되는 지식이나 사례

잖아요. 지 과는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이나 사례들이 바 는 거니

까. 

(P6, 사후 면담 내용 )

4. 2 이론의 생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론의 생성에 한 인식에서 논리실증주의 은 이론은 발견된다는 

사고 유형이고, 후기실증주의 은 이론이 창안된다는 사고 유형이다. 

한 두 사고 유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재’라는 유형을 따로 구

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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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교사
이론의 생성

사 간 사후 

Group1
P3 논리 후기 후기

P5 논리 후기 후기

Group2 P2 혼재 후기 후기

Group3 P4 논리 혼재 혼재

Group4 P6 후기 후기 후기

Group5 P1 혼재 혼재 혼재

[표 3] 이론의 생성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변화  

이론의 생성에 한 비교사들의 응답 유형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여, 

6명의 학생들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러나 면담 학생 에서 3

명은 논리실증주의 이나 혼재 으로부터 후기실증주의 으로 

뚜렷하게 변화하 다. 특히 Group 1의 P3과 P5는 수업 에 실험 자료

들로부터 객 인 이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하 으나, 수업 후에는 이론이 

창안된다는 것을 인지하 다. 

38 P5: 이론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39 연구자: 이유는?

40 P5: 발견되는 것은, 실제로 있던 상을 찰을 해서 이 게 정리

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론은 단순히 그런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을  토 로 설명하는 게 이론이니까, 주 인 게 

개입이 돼서, 그 게 얻어내는 결론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P5, 사후 면담 내용 )

한 이들은 이론이 찰로부터 객 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

들어지는 것임을 인지하면서 과학에서 상상과 추론의 역할에 한 

도 형성하는 모습을 보 다. 

P2는 혼재에서 후기실증주의 으로 변화하 다. 면담을 통해 P2는 

수업 에 찰 사실을 통한 발견과 이론의 창안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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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이론을 발견하거나 창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 으나, 수업 후 

이 둘을 구분하게 됨으로써 이론은 창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P2와 나  면담 내용  일부이다. 

28 P2: 실제로 이론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설문지를 

봤을 때, 도 답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엔 ‘발견

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썼던 거 같은데.

29 연구자: 네 맞아요.

30 P2: 맞죠? 그 때 그 이유가,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생각했었

는데. 사  검사할 때, 만약에 그 때 사과가 안 떨어졌으면 뉴턴이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 생각해 보면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역학 배울 때, 

일반 으로 생각을 넓 나가고 그걸로 지식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건 분명히 창안하는 것 같아요. 자연을 찰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

니까, 이 게 좀 설명 체계를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꾸며나가는 건 

분명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P2, 사후 인터뷰 내용 )

나머지 세 명의 학생 에서 Group 3의 학생 P4는 논리실증주의 

에서 혼재 으로 변화하 다. 이 게 4명의 학생들은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roup 4와 Group5의 두 학생들은 수업

을 통해 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명의 학

생(P6)은 수업 부터 후기실증주의 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

의 학생(P1)은 수업 부터 혼재된 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업을 통해 

후기실증주의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들이 왜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 는지 알아보기 하여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수업 후에도 P2의 기 사고와 유사하게 찰 사실을 

통한 발견과 이론의 창안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 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P1과 면담한 내용  일부이다. 

58 P1: 근데 발견한다는 것하고, 만들어진다는 것하고, 이 두 개가 애

매한 거 같아요. 상 성 이론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만들

어진 것이잖아요. 이 게 만들어 가는 건데, 그게 하나의 로, 만

들어 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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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구자: 그럼 발견하는 거랑 만들어지는 거랑 왜 애매한 거죠?

60 P1: 자연 상에서 어떤 걸 발견한 다음에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잖

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발견을 내

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P1, 사후 면담 내용 )

이러한 학생들의 혼란을 해결하기 하여 과학의 본성에 련된 수업

에서 찰 사실을 통한 발견과 이론의 창안 사이의 차이 을 보다 강조

할 필요가 있다. 

4. 3 실험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실험결과를 얻는 일, 그리고 그 게 얻은 실험 결과를 과학과 련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등 실험의 설계부터 최종 결과를 얻

기까지 이론의 개입된다. 이론은 실험이 작동하는 데에 매우 요한 역할

을 맡고 있다.27) 따라서 실험과 이론의 계, 실험의 목 에 한 이해는 

 과학에서 실험을 이해하는 데에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

구 상이었던 비 과학교사들은 찰의 이론의존성에 해 모두 후기

실증주의 을 수업 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의 목 에 해 인식

도 후기실증주의  을 가진 학생들이 4명이나 되었다. 수업 에 단

지 두 명만이 논리실증주의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도 수업을 통해 

후기실증주의로 변화하 다. 따라서 실험의 목 에 한 인식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표 4)

27) 이상원(2004), 신 섭과 이상원 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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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교사
찰의 이론의존성 실험의 목

사 간 사후 사 간 사후

Group1
P2 후기 후기 후기 논리 논리 후기

P6 후기 후기 후기 논리 논리 후기

Group2

P1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P3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P4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P5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후기

[표 4] 실험의 목 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인식 변화  

수업 에 이미 논리실증주의 을 가졌던 P2와 P6는 찰의 이론 

의존성에 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 인 실험 결과의 

수집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219 연구자: 그럼 선생님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220 P6: 시각 으로나 후각 으로, 감각 으로 찰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221 연구자: 그럼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거 요?

222 P6: 네. 객 인 사실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P6, 간 면담 내용 )

그러나 수업 후에는 추가 면담을 통해 실험의 목 이 이론의 형성이라

기보다는 가설의 검증이라는 사고로 변화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1 연구자: 우리가 실험에서 객 으로 찰을 할 수 있을까?

92 P6: 좀 주 인 게 들어갈 거 같아요. 

93 연구자: 이유는?

94 P6: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로 그 실험이 나오길 바라니까.

95 연구자: 아 원하는 로?

96 P6: 네.  

97 연구자: 그럼, 실험을 하기 에 원하는 결과가 이미 있는 거야?

98 P6: 가설을 먼  세워놓고 검증을 하는 게 실험이니까.( 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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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거는 가라앉아서 이 게 나타나겠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P6, 사후 면담 내용 )

4. 4 과학교육에 대한 예비 과학교사들의 사고 변화

4. 4. 1. 과학교과서에 한 비  안목 형성

과학의 본성에 련된 명시  수업이 비 과학교사들의 과학교육에 

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학의 잠

정성에 해 후기실증주의 을 형성하게 되었던 세 명의 비교사들

(P1, P4, P5)은 과학 교과서에 한 비  안목도 가지게 되었음을 면

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들  일부는 과학 교과서에 한 

 믿음을 버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선별하여 수업 목 에 맞

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음도 인식하 다.  

18 P1: (일정성분비 법칙을 확인하는) 오요드화납 생성실험을 하면서 

는 당연히, 실험을 안 해봤는데, 당연히 될  알았었거든요. 근

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직  실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교과서에 실린 게 옳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선생님이 돼서, 교과서가 참이라고 보고 따라가야 하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19 연구자: 그럼 교과서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게 교사

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20 P1: 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오드화 납 생성 과정을 

통해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해서 그 실험을 보여주는 건

데, 물론 학생들에게 개념을 잡게 하기 해서 그 실험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결과가 제 로 나오지 않는 실험이

잖아요, 어 든 결과 으로 보면. 애들한테 그 게 실험시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에 있는 실

험이지만 다른 거로 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걸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P1, 사후 면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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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과학  사고에 한 교수 필요성 인식 

수업 후 부분의 비교사들은 과학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신들이 과학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 할 의향이 있음도 언 하 다. 다음은 이와 

련된 비교사들의 면담 내용  일부이다. 

81 연구자: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이든, 옛

날 이든 가르쳐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이 변하

는 과정에 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없거나 그 비 이 매우 을 수

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하나요? 

82 P2: 네. 가르쳐야죠.

83 연구자: 이유는?

84 P2: 가르쳐 으로써 과학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게 되면 시간은 걸릴지도 몰라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도 쉬울 것 같고요. 과학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5 연구자: 그럼 과학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궁극 으로 가르쳐야할 게 

뭐라고 생각해요?

86 P2: 옛날에는 그냥 시험 수 잘 받게 교과서 내용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왜 그러는지에 해 과학

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P2, 사후 면담 내용 )

85 연구자: 궁극 으로 과학을 통해 과학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86 P5: 잘 몰랐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 수업은 과학 인  사

고를 길러주는 게 첫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동

안 배워왔던 학교 과정에서는 과학  사고를 기르는 건 무리가 있

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  

사고가 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 지식이 변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자연스

럽게 과학  사고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도 

지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P5, 사후 면담 내용 )

과학지식의 잠정성은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는 6차시 수업 동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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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던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수업의 이 과학교육에 한 비교사

들의 인식에 큰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 문제에 한 결론을 찾고자 하 다. 첫째는 

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이 비 과학교사들의 이해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과학의 본성에 한 범 한 

특성 에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 부분에 을 제

한한 연구 으나, 연구 문제를 해 설계된 수업은 비 과학교사들의 과

학에 한 인식과 과학교육에 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정 인 효과

를 보 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과학의 본성에 한 명시 인 수업이 과학교육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사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도 알

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수업을 통해 비교사들은 과학  지식을 

가변 이고 임시 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그 로 수용하지 않고 교사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 과학교사들은 과학  사고를 가르칠 필요

성을 인식하고, 미래에 그들의 수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의향을 나

타내었다. 수업에서는 과학 교수 신념에 한 명시  언 은 없었으나, 

과학의 본성에 한 비 과학교사들의 이해가 과학에서의 탐구와 사고 

과정의 요성과 이에 한 지도의 필요성에 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

음을 이 연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가 비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한 신념에 변화를 유발하 으므로, 이러한 신념의 변화는 앞으로 비 

과학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교육의 잠재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 비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과학의 본성에 련된 

내용을 극 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의 창안, 찰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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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찰의 주 성 등 몇 가지 항목에 한정하여 과학의 본성을 다루었으

나, 다양한 다른 역들을 포함시킨 과학의 본성에 련된 수업을 설계하

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극 으로 교육 로그램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

울이면서, 이러한 수업의 효과가 추후에 비 교사들의 실제 수업에서 어

떻게 발 되는 지에 한 종단  연구도 병행한다면, 과학교육에 새로운 

역의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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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50

The Effect of Explicit Instructions related to Nature of 
Science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Perception Change

Seoung Hey Paik,  Cho Yi Nam

Teaching nature of science (NOS)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needs to cultivate scientific literacy which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science education. But many science teachers and 

pre-service science teachers don’t recognize NOS or needs of 

teaching NOS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types about NO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d to research change of their recognition through explicit 

instructions. It included tentativ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creative nature of science theory, observation and inference, and 

subjective nature of observation through various examples, and 

inquiry experiments in the instructions. As results, we foun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change into post-positivism 

related to tentativ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creative nature 

of science theory, aims of experiments, etc. They gained a critical 

insight into science textbooks through the recognition of NOS, 

and felt the need of teaching NOS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It needs including instructions related to NOS in the curriculum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for cultivating pre-service teachers’ 

abilities of teaching students. From this study, we clarify needs of 

science teachers’ recognition of NOS to develop their ability of 

communication by reconstruction of science textbook contents. 

[Key Words] nature of science, explicit instruction, pre-service 

science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