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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식 탐색

Investigation of Prospective High School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Views on ‘Advanc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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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ive high school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advanced material’,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cience textbook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surveyed. One thousand four hundred
and ninety nine students and 123 teachers from Seoul, Incheon, and the Kyeonggi area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ttitude of students and teachers towards ‘advanced material’ was positive, but their
interests in ‘advanced material’ was low. Also, some teachers mentioned that ‘advanced material’ was one of the
difficult subjects to teach. Second, the perception of ‘advanced material’ was relatively low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Both of them had heard of ‘advanced material’ through various routes, however not many of them thought
that they knew what ‘advanced material’ was exactly. Also there were some teachers who didn’t underst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advanced material’. Third, both students and teachers agreed that ‘advanced material’ was
worthwhile to learn and teach. However, each party had their own desire of ‘what to learn’, ‘what to teach’, ‘how to
learn’ and ‘how to teach’.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effective teaching of this new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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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식 혁명 시 , 정보 시 , 과학 기술

시 라 일컫는 현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이 다양한 역의 지식

을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역에서 전

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이해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여러 학문들

을 융합∙통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개인의 통섭적인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 교육이 요구

된다(민경찬, 2009).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통

합적 사고와 학문의 융 복합을 요구하는 시 적 흐름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

교과로서의‘과학’을 신설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10학년‘과학’은

통합성을 강조하면서도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의 합본 형태로 구성되어 여러 개념들을 나열하

는 나선형 교육 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학

년 간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 교수∙학습 부담을 증가

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박상태 등, 2002; 최호형,

최윤종, 2003).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10학년‘과학’은 분과적인 경계를 허물고, 커

다란 주제 아래 여러 과학 개념들을 담아 융합적 시각

에서 과학의 맥락을 이해하고, 과학에 한 흥미를 높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른과학교과서(이하‘2009

개정과학교과서’)는크게1부‘우주와생명’, 2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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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문명’이라는2개의 단원으로구성되었으며, 중단원

과 소단원에서는 기존에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

학이라는 교과 구분 아래 다루어졌던 개념들이 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와 제7차 및 2007 개정

과학 교과서들 간의 공통되는 내용 요소 비율이 40%

도 되지 않는다(정혜미, 2011)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Hurd(2002)에 의하면 현 사

회에서의 과학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우

리의 생활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

로 고려한다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는 생활 속의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첨단 과

학 기술 분야의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다

양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Blonder, 2011;

Hingant & Albe, 2010).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의

‘과학과 문명’단원에 도입된 내용들은 이러한 움직임

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과학과 문명’의 여러

단원들 중에서‘정보 통신과 신소재’단원은‘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여 민주화된 과학

기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갖

추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는 교육 과정의

취지를 잘 반 하고 있다. ‘정보 통신과 신소재’단

원은 물리, 화학 교과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간의 융합

적 시각에서 정보 통신과 신소재의 원리와 활용 및

그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단원에는 특히 새로운 첨단 과학 내용과 관련 용어들

이 많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신소재’는‘생활과 과

학’및‘기술’교과 역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로

과학 교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많이 포함

하고 있다. 

신소재는 금속 무기∙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진 소재를 이르는 것으로 무기 재

료, 금속 재료, 고분자 재료의 세 가지 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광통신용 유리 섬유나 파인 세라믹스가 무

기 재료에 속하며 형상 기억 합금, 초전도 재료는 금

속 재료에, 탄소 섬유, 유리 섬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 재료들은 고분자 재료에 속한다(교재연구회,

2002; 전창림, 2009). 신소재는 정부가 21세기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사회 변혁을 주도할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선정한 6 기술 분야(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 2001) 중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 공학 기술(Biology Technology, BT), 나노 기

술(Nano Technology, NT), 우주 항공 기술(Space

Technology, ST)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IT 분야의

반도체, 초전도체, BT 분야의 생명 공학 분야에서 요

구되는 새로운 소재, NT 분야의 나노 물질, ST 분야

의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 등의

연구와 개발이 모두 신소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

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신소재 중에서 2009 개정 과

학 교과서에는 파인 세라믹스, 전도성 고분자 물질,

나노 물질, 탄소 나노 튜브, 액정, 초전도 물질, 형상

기억 합금, 그래핀 등이 소개되고 있다(곽 직 등,

2011; 김희준 등, 2011; 안태인 등, 2011; 오필석 등,

2011; 전동렬 등, 2011; 정완호 등, 2011; 조현수 등,

2011).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는 신소

재 단원의 지도 방향에 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던 용어들이 도입되므로 내용이 지

나치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개념들만을 다루

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고 명시하고 있다.

첨단 과학 분야에 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 의

하면 학생들은 첨단 과학에 해 흥미를 느끼고 있지

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하며 첨단 과학 관련 내용을 접

해 본 학생들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민 등, 2010).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새롭게 도입

된 최신 과학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은 학생들의 과학

에 한 흥미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정 등, 2011). 따라서 교육 과

정의 의도를 학교 현장에 반 하고 신소재 수업이 학

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계획과 진행 이전에

신소재 단원에 도입된 내용에 한 학생들의 사전 지

식과 신소재에 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포함된 신소재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신소재에 한 교사들의 인

식, 태도와 관심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 과정의 운 은 이를 실행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ashweh,

1996). 신소재의 하나인 탄소 나노 튜브나 나노 기술

에 해 교사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

쳐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

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 과학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다(김진화, 박일우, 2009; 김현정, 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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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0). 생명 공학과 관련된 첨단 과학 내용에

해서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

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ael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고등학교‘과학’교과서

에 새롭게 도입된 신소재 단원을 배울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게 될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식과 신소재

수업에 한 요구를 조사하 다. 신소재에 한 교사

와 학생들의 인식, 신소재 내용에 한 이해 정도와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기초 자

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한 교사 연수 자료의 개발과 교육 자료의 개발 요구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 학생 1,499명

과 20개의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과학교사 123명을

상으로 하 다.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

별 분포와 교사들의 전공 및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남학생이 807명으로 692명의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교사들의 성별 비율은 거의 같았으며 전공별로는 화

학 교사가 다른 전공의 교사들에 비해 많았고 지구과

학 교사가 상 적으로 적었다.   

2. 연구절차

학생과 교사의 신소재 및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현정과 홍훈기(2010), 조선아

(2006)의 연구와 7종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곽 직

등, 2011; 김희준 등, 2011; 안태인 등, 2011; 오필석

등, 2011; 전동렬 등, 2011; 정완호 등, 2011; 조현수

등, 2011)의 신소재 단원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신소재에 한 인식’,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의 두 가지 역에 해 총 12 문항을 제작

하 고 설문지의 역별 문항 내용과 문항 수는 표 2

와 같다. 설문 문항은 객관식, 선택형, 서술식 문항들

을 혼합하여 구성하 다. 객관식 문항은 리커트 4단

계 척도를 이용하 으며 선택형 문항은 현직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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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

학생 교사

성별 n 성별 n
전공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남 807 남 66 26 13 14 13

여 692 여 57 5 25 16 11

전체 1499 전체 123 31 38 30 24

표 2
신소재와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설문지의 역 별 문항 내용과 문항 수

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신소재에 한 인식

신소재에 한 태도 2

신소재에 한 관심 1

신소재에 한 사전 인지도 2

신소재에 한 관련 지식 2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

신소재 수업에 한 필요성 1

신소재 수업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신소재 단원의 수업 방식 1

신소재 수업 준비 시 어려운 점과 필요한 것 2

합계 12



교 교사 5인을 상으로 자율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의 응답을 토 로 제작하

다. 설문은 과학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α)

는 0.753이었다.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신소재에 한 인식’

역에서 신소재에 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신

소재가 생활에 미치는 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신소재가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라는 객관식 문항 2개를 만들었다. 신소재

단원에 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 개정 과학

교과서의 단원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관심

이 있는 단원을 선택하게 하 고, 교사들에게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은 단원을 선택하도록 하 다.

신소재에 한 사전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신소재

에 해 들어보셨습니까?’, ‘신소재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객관식 문항 2개를 만들

었다. 신소재에 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신소재

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관식 문항 1개

와 신소재에 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 1개를 포함시

켰다. 신소재에 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7종의

개정 과학 교과서(곽 직 등, 2011; 김희준 등, 2011;

안태인 등, 2011; 오필석 등, 2011; 전동렬 등, 2011;

정완호 등, 2011; 조현수 등, 2011)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을 선택하 다. 학생들에게는 각 신소

재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잘 안다’, ‘조금 안

다’, ‘잘 모른다’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답할 수 있

도록 하 고, 교사들에게는 각 신소재의 정의와 특성

을 설명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T, F 로 답할 수 있도

록 하 다.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 역은‘신소

재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소재 수업

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소재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객관식 문항 3개로 구성하 다. 또

한, 교사 설문지에는 신소재 수업을 준비할 때 어려운

점과 필요한 점을 묻는 문항 2개를 추가하 다.   

설문지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8개 중학교와 20개 고등학교에 배부하 다.

회수된 학생 설문지는 1,550부 으며 이 중에서 불성

실한 응답을 한 5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9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교사 설문지는 125부가 회수되었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23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엑셀 프로그

램과 SPSS 12.0을 활용하여 문항 당 빈도수와 백분율

을 구하 으며,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 다. 응답에

한 이유의 분석은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비슷한 유

형으로 분류하여 응답 유형별로 응답수를 구하 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신소재에 한 인식

신소재가 생활에 미치는 향에 해 전체 학생의

53.5%가‘신소재는 우리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응답하 다. 또한, 신소재 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66.9%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

하 는데 이들 부분이 신소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언급하 다. 모든 교

사들이 신소재가 우리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96.7%의 교사들이 신소재가 사회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 다. 학생과

교사 모두 체적으로 신소재가 생활과 사회에 미치

는 향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소재는 생활과

관련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44.9% 는데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신소재가 우리

의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

소재가 사회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한 학생들은 신소재 개발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 다.  

신소재에 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2009 개정 교과서에 포함된 단원 중 가장

배우고 싶은 단원 세 개를 골라서 표시해 보도록 하

는데, 각 단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 수는 그림 1과

같다. ‘생명의 탄생’과‘생명의 진화’단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탄소순환과 기후변화’및

‘정보의 발생과 처리’단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적었다. ‘반도체와 신소재’단원을 선택한 학생은

148명(9.9%)으로 학생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 단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우주의 기원과 진화’, ‘빅

뱅과 원자의 형성’단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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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들 중에서는‘생명의 탄

생’, ‘생명의 진화’와‘별과 은하’단원을 선택한 학

생들이 많았다. 남학생들은 물리와 관련된 역에 상

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Weinburgh, 1995) 여

학생들은 생물과 관련된 주제를 선호(Murray &

Reiss, 2005)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

도 여학생들의 생물 관련 주제에 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우주에 한 관심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러 단원들 중 특히‘반도체와 신소

재’단원은 성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반도체와 신소재’단원을 선택한

여학생은 30명(여학생의 4.3%)으로 같은 단원을 선택

한 남학생 118명(남학생의 14.6%)과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반도체나 신소재는 기술 과목에서 다루던

내용이므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친 한 주

제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반도체나 신소재는

기계와 관련이 높은 주제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이들을 접할 기회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의 과학에 한 낮은 관심이 낮은 이

유 중 하나는 기계 장치나 측정 기구를 사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최경희, 2001).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반도체와 신소재’에 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특히,

여학생들의 관심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도 신소재 단원의 수업을 어려워했는데‘반

도체와 신소재’단원을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으로 선

택한 교사는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4% 다. 어

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 21명의 응답 내용을 분

석하면 그림 2와 같다. 13명의 교사가‘신소재는 전공

과 관련이 없는 단원이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역

이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내용

이 생소해서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5명의 교사는‘내

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응답했으며‘학습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수업하기 어려울 것 같

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2명 있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신소재에 해 들어보았는지

알아본 결과, 45.0%의 학생들이‘신소재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 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의

49.4%가‘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데 반해 여학

생들은 39.7%만이‘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들이 신소재에 해 더 많이 들어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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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단원 별 학생들의 응답 수 (다중응답)(단위; 명) 

그림 2 교사들이 신소재 수업을 어려워하는 이유
[단위; 명(%)]



타났다. 학생들 스스로 신소재에 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해 전체 학생의

13.2%만이‘잘 알고 있다’거나‘조금 안다’라고 응

답하 고, ‘잘 모른다’거나‘전혀 모른다’라고 응답

한 학생들은 8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

소재에 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고 있지는 않다

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

생들의 평균은 4점 만점의 척도에서 1.81로 신소재에

한 인지정도는 매우 낮으며,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신소재에 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학생들의 신소재에 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 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액정과 광섬유를 제외한 다

른 신소재에 해‘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모두 6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신소재보다 액정과 광섬유에 하여‘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휴 폰이나

인터넷과 같이 실생활에서 많이 언급되어 학생들에게

친 한 소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사전 인지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게 신소재와 관련된 내용

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신소재에

해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비율은 모두 49.6%로 같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교

사의 56.0%가‘자주 들어보았다’라고 응답하여 여교

사의 4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응답은 교

사의 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물리 전공 교사들

이 신소재에 해 가장 많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54.8%). 신소재에 하여 잘 알고 있거나 잘 아는 편

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32.5%로‘자주 들어보았다’라

는 49.6%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신소재에 하여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67.5%로‘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의 2배가 넘었다. 성별이나

전공에 따른 차이는 신소재에 해 들어본 적이 있는

지에 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소재에 해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많았으며 다른 전공에 비해 물리 전공의

교사들이‘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지정도는 성별과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전공에 따른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지정도의 사후 비교분석 결과 다른 전공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리와 생물 전공 교사들

만 평균 차이 .485, 유의확률 .048로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지식을 묻는 문항의 내용

과 문항 별 정답률은 표 6과 같다. 문항 전체에 한

평균 정답률은 8.3%로 높지 않았으며 특히 파인세라

믹스, 초전도체, 나노 물질의 정의와 특성을 묻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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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신소재에 한 인식 차이에 한 일
원분산분석 결과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p

남학생 1.91 0.694 37.407 .000**

여학생 1.69 0.649

합계 1.81 0.682

(**p<.01)

표 4
여러 가지 신소재에 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 응답수와 비율(%)

신소재 종류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무응답

탄소 나노 튜브 1184(79.0) 256(17.1) 56(3.7) 3(0.2)

초전도 물질 1012(67.5) 366(24.4) 119(7.9) 2(0.1)

나노 고분자 1048(69.9) 365(24.4) 83(5.5) 3(0.2)

파인 세라믹스 1219(81.3) 236(15.7) 40(2.7) 4(0.3)

형상 기억 합금 952(63.5) 343(22.9) 201(13.4) 3(0.2)

액정 653(43.6) 494(33.0) 342(22.8) 10(0.7)

광섬유 598(39.9) 643(42.9) 256(17.1) 2(0.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1043(69.6) 361(24.1) 90(6.0) 5(0.3)

전체 7709(64.3) 3064(25.5) 1187(9.9) 32(0.3)



항에 한 정답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신소

재에 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며 실제로 교사들에게 몇 가지 신소재의 특성

을 묻는 문항을 제시했을 때 틀린 답을 고른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신소재에 한 교사들의 관련 지식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소재의 정의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하여

54.8%의 학생들이‘새로운 소재’, ‘이전에는 없던 소

재’등 새로운 것이라고 응답하 다. ‘실용적인 소

재’, ‘기능적인 소재’등 신소재의 유용성을 강조하여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3.7%로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언급하면서 신

소재란 새롭고 유용한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0.2%

다. 그 외에‘기존 소재의 좋은 점을 선택하여 합한

것’, ‘기존의 것을 변형하여 만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7% 으며‘신기한 것’, ‘좋은 것’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만을 기술한 학생들이 3.1% 다. 같은

문항에 하여 교사들의 50.0%가 신소재란‘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물질’이라는 응답과 유사한 답을 적어주어 신소재의

유용성을 언급하 다. ‘전통적인 소재가 아닌 새로운

것’, ‘새로운 물질이나 새롭게 조합된 물질을 통칭함’

과 같이 새로운 물질이라는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 응

답자의 3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소재의 유용성

과 새로운 물질이라는 두 가지 점을 모두 언급한 교사

는 8.1% 으며 미래를 위한 소재라고 응답한 교사도

8.1% 다. 학생과 교사 모두 신소재를 새롭고 유용한

물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교사들은 신소

재의 유용성을 언급한 답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신소재에 해 알게 된 경로는

그림 3과 같다. ‘TV를 통하여 신소재에 해 알게 되

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35.6%로 가장 높

았고, ‘인터넷이나 학교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

는 비율이 각각 23.9%와 19.8%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과학도서, 신문이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들도 있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전공 서적이나

과학저널 같은‘전문도서를 통하여 신소재에 해 알

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인터넷(18.2%), TV(13.0), 신문(10.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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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식 차이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p<.05)

변인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교사 2.33 .687 4.712 .032*

여교사 2.07 .651

전공

물리 2.45 .675 3.194 .026*

화학 2.29 .565

생물 1.97 .765

지구과학 2.08 .654

표 6
신소재 관련 문항 내용에 한 교사들의 정답자 수와 비율(%)

문항 내용 정답 오답 무응답

파인세라믹스의 특성 7(5.7) 93(75.6) 23(18.7)

초전도체의 정의와 특성 9(7.3) 92(74.8) 22(17.9)

나노 물질의 정의 7(5.7) 94(76.4) 22(17.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정의와 특성 13(10.6) 80(65.0) 30(24.4)

마이스너 효과 13(10.6) 82(66.7) 28(22.8)

나노 복합 소재의 특성 12(9.8) 77(62.6) 34(27.6)

전체 61(8.3) 518(70.2) 159(21.5)



통하여 신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접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교과서나 교사 연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TV를 통해서 신소재에 해 알게 되었다는 반면, 교

사들은 전문도서를 통해서 신소재에 해 접했다는

결과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주로 신소재에 해 알게

되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

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2.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학생들의 72.1%가 신소재에 하여‘배울 필

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7.0%만이‘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준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과 각 응답별 응답

자 수는 표 7과 같다.

응답자의 50.7%가‘미래에 신소재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므로 신소재에 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

다’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현재 생활

속에서 신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우

면 물건의 선택이나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

다’라는 내용이었다. ‘신소재에 해서 알지 못하므

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15.1% 다.

‘재미있을 것 같다거나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 으며‘장래 희망이 공학자나 과학자이

기 때문에 배우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2.4% 다. 신소재에 관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45.1%가

‘배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즉,

신소재에 해서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신소

재에 해 배우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신소재에 해‘관심이 없기 때문에 배울 필

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36.1%나 되었다.

또한‘고등학생들이 배우기에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전공자만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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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소재에 해 알게 된 경로 (다중 응답) [단위; 명(%)]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응답 내용 명(%) 응답 내용 명(%)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271(50.7) 배울 필요를 못 느낀다. 65(45.1)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는 것이 도
움이 된다.

151(28.2) 관심이 없다. 52(36.1)

모르니까 아는 것이 좋다. 81(15.1) 학생이 배우기에 너무 복잡하다. 24(16.7)

재미있을 것 같고, 궁금하다. 19(3.6) 시간이 부족하다. 3(2.1)

진로 선택에 유용할 것 같다. 13(2.4)

전체 535(100.0) 전체 144(100.0)

표 7
학생들의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한 응답 내용과 각 응답별 응답자 수와 비율(%)



라는 의견도 16.7% 다. 그 외에‘다른 분야의 내용

도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소재에 해 배울 시간

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해서‘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10.6%,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78.9%로 부분의 교사가 신소재에 한 수

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9.8%의 교사는 신

소재 수업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교

사들의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한 응답 내용과 각

응답별 응답자 수는 표 8과 같다. 21명의 교사가‘학

생들의 과학에 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 으며, 18명의 교사가‘생활과 관

련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다. 8명

의 교사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다. ‘신소재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학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라며 내용이 어려워서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것 같다고 응답했다. ‘신소재를 과학 교과에

서 가르쳐야 하는가에 해 의문이 생긴다’, ‘언어

역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2명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신소

재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신소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신소재의 용도(51.2%) 으며 신소재의 종류

(27.1%)와 신소재의 원리(17.7%)가 그 다음으로 나타

났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관련하여 신소재가 어디

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하며, 어떤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하여 궁금해 하고 있었다. 신소

재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꼭 알

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소재의 용도 다

(61.2%). 교사들은 신소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

므로 용도나 유용성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신소재의 원

리(22.4%)와 신소재의 종류(14.2%) 다. 학생과 교사

모두 신소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신소재 수업에 하여 가장 선호하는 수

업 방식과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업방식은 그림

4와 같다. 학생들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수

업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9.2%),

교사들도 44.3%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선호도

와 교사들의 계획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체험학습을 통해 실

제로 과학관 수업이나 기업탐방을 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이런 방식의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교사들은

없었다. 19.8%의 학생들이‘설명 위주의 수업을 원한

다’라고 응답하 고 설명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26.0% 다. 매체활용

수업에 이어 가장 많은 교사들이 강의식 수업을 계획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강의식 수

업에 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토론 수업과 발

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11.2% 다. 발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계

획이라는 교사는 17.6% 으나 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교사는없었다. 그밖에‘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9.2% 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TV나 인터넷과 같

은 매체를 통해 신소재에 해 알게 되었다(그림 3)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매체에 익숙하며 이를 이

용한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설명을 듣거나 필기를 하는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소

집단 활동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실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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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사들의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한 응답 내용과 각 응답별 응답자 수와 비율(%)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응답 내용 명(%) 응답 내용 명(%)

과학에 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1(42.9)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려
우므로

3(42,8)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18(36.7)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8(16.3)
다른 교과에서 가르치는 게 더 나을 것 같
기 때문에

2(28.6)

기타 2(4.1) 기타 2(28.6)

전체 49(100.0) 전체 7(100.0)



직접 경험하는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Owen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계획하지 않

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

추어져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체험

학습에 불충분한 활동 자료(조미애 등, 2005), 학생

지도의 어려움, 체험 장소, 시간과 여건 부족(전창식,

권동택, 2009)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꺼려하기 때문이

다. 수동적 활동에 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식 수업을 원한다는 학생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난 것은 현재 많은 수업이 교사의 설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 모두 이런

방식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교사들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신소재 단원을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울 것

으로 예상하는 것은 수업 자료의 부족이었다(39.7%).

신소재 단원의‘내용이 어려워서 수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34.4% 다. 교사들은 신소

재 단원이‘비전공자에게는 내용이 어렵고, 과학 원리

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의 설명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응

답하 다. 따라서‘교사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응답과 더불어‘교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사를 나타

냈다. 15.3%의 교사들은‘신소재 단원의 평가를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평가의 어려움을 언급

하 다. 그 외에‘학생들의 신소재에 한 흥미가 낮

아서 수업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8.4% 다.

효과적인 신소재 단원 수업을 위하여 교사들이 가

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지원(39.6%)으로 나타

났다. ‘단원 내용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와 연계하여 만들어진 수업 자료가 있었으며

좋겠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다’라고 응답하 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관람이나

전문가 초빙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

하다’라고 응답하 으며‘전문도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30.6% 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신소재와 신소재 수업에 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소재’에 한 학생과 교사들의 태도는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신소재가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

고 신소재 개발이 사회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신소재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

에 해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 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신소재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도 계속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므로 신소재에 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신소재에 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신소재에

해 관심이 없고, 신소재에 해 모르더라도 일상생활

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지 않다는 의견

을 나타냈다. 신소재 수업의 필요성에 해서는 교사

들이 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

생들이 과학에 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신소재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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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

소재의 내용이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라

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일부 있었다.

둘째, 학생과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관심, 인지도

와 관련 지식에 한 이해도는 모두 낮은 편이었다.

다른 단원에 비해 신소재 단원에 한 학생들의 관심

은 낮았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관심도는

더욱 낮았다. 신소재에 해 들어 보았거나 안다고 응

답한 여학생들의 수도 남학생들보다 적었다. 교사들

의 경우에도 신소재 단원을 가장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은 단원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 신소재에 한

인지도는 교사들이 학생들보다는 높았으나 신소재에

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의 2배가 될 정도로 신소재에 한 인지도는 높

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교사보다는 남교사가 신소재에 한 인지도가 높았

고, 교사 중에서도 물리 전공의 교사가 가장 높았으며

생물을 전공한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지도가 가

장 낮았다. 학생과 교사들의 신소재와 관련된 지식에

한 이해도도 매우 낮은 편이었다.      

셋째, 신소재 수업에 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차

이가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신소재 수업을 통하여

가장 배우고 싶고,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신소

재의 용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학

생들은 신소재의 종류에 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들은 신소재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

는 매체를 활용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체험 학습,

강의식 수업, 토론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계획이라는 교사가 가장

많아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수업 형태와 가장 많은 교

사가 계획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매체를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

외에 교사들이 계획하는 수업의 형태는 강의식 수업,

발표 수업, 신문 활용 교육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

학습이나 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교사들은 거의

없었다.   

신소재 수업을 계획할 때 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사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들의 신소재에

한 관심도가 낮고, 일부 학생들은 신소재와 우리 생

활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

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액정이나 광섬유와 같이 학생들의 인지도가 높은 신

소재로부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거나 전문가

초빙, 관련 연구소나 기업 탐방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생들의 신소재에 한 관련 지식 이해도가

낮은 편이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체계적인 수

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학

생들은 주로 TV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

으며 과학 잡지나 신문, 과학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이나 언론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한 교수 전략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최신 정보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소재에 한 인식 차이

를 반 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학생

들의 신소재에 한 관심, 신소재에 한 인식이 남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라 여학생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선정하고, 보다 여

학생 친화적인 교수 방법을 선택하여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넷째,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과 체험 학습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 교

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토론이나 발표 학습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소재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 연수와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신소재 관련

지식에 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며 교사

들의 전공과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공과 관

련이 없는 내용이라거나 과학보다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어렵다고 응답했던 교사들이 많았으므

로 이런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들을 보급

예비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신소재’에 한 인식 탐색 289



하고, 과학 교사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다른 전공

의 교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지식을 교환

하고 다른 역의 지식에 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사들이 융합 과학의 취지를 살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이다. 과학 교사들끼리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의 교사들과의 협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소재와 관

련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통합)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문 , 2008; 최유현 등,

2008; Micari et al., 2010; Susan, 2010)도 교육 과

정의 취지와 일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양한 전공

의 교사가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체험 학

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

로 산업 현장이나 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과 협의하여 장소,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체험

을 원하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

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성별 및 교사의 전

공과목에 따라 신소재 단원에 한 인식 차이가 발생

하며 학생과 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 이러한 인식 차이

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소재 단원에서 학생과 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다른 단원에서 선호하는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성별과 교사의

전공과목에서 생기는 차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

생과 교사에게 보다 적합한 수업 방식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

편된 고등학교‘과학’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된‘신소

재’에 한 예비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

의 인식을 조사하여 신소재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서

울, 인천, 경기 지역의 예비 고등학생 1,499명과 과

학 교사 123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소

재에 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신소재에 한 관

심은 매우 낮았다. 학생들은 개정 과학 교과서의 신

소재 단원에 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교사

들도 신소재 단원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소재에 한 인

지도와 신소재 관련 지식에 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

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소

재에 해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소재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과 교사는 많지 않았으

며, 신소재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

고 있지 못한 교사들도 다수 있었다. 셋째, 학생과 교

사 모두 신소재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해서는 공

감하고 있었다. 신소재의 용도에 해 알 필요가 있

으며 매체 활용 수업을 가장 선호한다는 공통점을 나

타냈지만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등 교사와 학생 입장에서 원하는 수업 진행 방식에는

차이점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소

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들

이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고려할 점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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