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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vide students an alternative image of science and scientist, we developed five lesson plans that 
include scientist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in their life. Through the 10 hour lessons with the 
five topic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ur program on students’ image change toward scientists, their 
science learning, and their career development in science field. Twenty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our program and five of them were analyzed. The qualitative data included opinionnaire surve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field note, video recording, students’ worksheets, and interview. The science episode 
lessons that reflect the human side of scientists were designed in five steps. The first step is the one 
about imaging of scientists, the second step is the one about reading scientists’ episode in their life, 
the third step is the one about investigating human side of scientists, the fourth step is the one about 
feeling sympathy in scientists’ context, and the last step is the one about judging human side of scientists.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got to feel familiarity in scientists as well as confidence in science. 
By obtaining the alternative image of scientists after the class,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play 
roles of well-prepared supporters with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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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사를 처음 개척한 사튼은 인류의 진보를 보이는 유일한 역사는 

‘과학사’라고 말했다(Sung, 2004).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라는 말 그대

로 과학과 역사 영역의 접점이다. 이에 사튼은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과학을 알 수 있으며 인문학자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했다(Sung, 2004).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과학사는 과학 교육 현장에서 과학 개념의 발달과 

과학 지식의 생성 활용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Lee & Shin, 2011).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 연구는 과학 개념, 오개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Choi et al., 2005; Kim & Han, 2006; Oh & Kim, 2011; 
Paik & Jo, 2006), 과학의 본성 이해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Choi 
et al., 2009; Kim et al., 2008; Kang et al., 2004) 등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정의적 측면으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과학 교육에서 태도 관련 논의는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교육의 효과로 바로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도 있다(Kang & Hur, 2005; Kim et al., 2008; 
Kim & Yang, 1997). 과학사 활용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사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James, 1971; Shin & Shin, 2012; Wang & 
David, 2002), 과학사 에피소드에는 거의 대부분 과학자가 등장한다. 

과학 교육에서 소개되는 과학사 에피소드는 치열한 과학 연구 현장에

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는 과학자의 모습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과학과 과학자의 비범함과 위대함, 그리고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해 온 과학자들의 업적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천재성과 극단적 열정을 부각시키는 과학자 

에피소드로 ‘평범한’ 학생들이 ‘비범한’ 과학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

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해 느끼는 비범함은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과학자를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폐쇄적 이미지로 이어지기도 한다(Barman, 1997).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는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 1950년대 

Mead와 Metraux가 개발한 DAST(Draw a Science Test)라는 검사 방

법을 통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DAST-C(Finson et al, 1995)라
는 체크리스트 검사 방법을 통해 그림으로만 하던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조사의 한계를 보완했고, 수업 후 면담까지 추가해 그림과 

체크리스트로도 부족했던 부분의 인식까지 검사할 수 있었다. 과학자

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에 대한 초창기 연구에서 학생들은 나이가 

든 남성 과학자로 화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모습의 과학자를 생각

했다(Chambers, 1983; O'Maoldomhnaigh & Hunt, 1988; Schhibeci, 
1986). Indicators 2002에서 학생들은 과학자의 지성과 업적은 존경하

지만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의 영역은 존경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들은 과학자에 대해 고정 관념을 갖고 있으며 과학

이란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영역이라는 거리감을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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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urkmen (2008)은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은 

과학 교사와 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으나 이 인식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

생으로 갈수록 과학자도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늘어, 과학 

학습이 증가할수록 과학자의 인간적 면까지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arland-Smith (2009)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

키기 위해 여학생들이 연구실과 과학 연구의 현장에서 과학자와 직접 

만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직업적

으로 과학이 흥미롭고 만족스러워 함을 알았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과학자에 대한 고정 관념도 불식시켰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

은 실제 과학자를 만나 과학자도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과학자의 이미지를 다양화시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과학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벽을 낮춰 

과학 학습 흥미를 고취시키고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 교육은 인지적 목표 달성에 충실해 그러한 인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전제적 조건인 학습 동기나 관심 유발 측면에서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학자의 인간적 면을 교육을 통해 이해하

면서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편향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소재로 과학사를 도입하고자 한다. 
과학사가 가지는 교육 소재로서의 장점에 비해 지금까지 과학 교육

에서 활용한 과학사 에피소드는 대개 과학자의 드러난 과학적 활동과 

업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과학자의 위인적 측면이 강조되는 

에피소드로도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지만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다양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화하기 위

해 과학자들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에피소드를 활용한 ‘과학자의 

희로애락(喜怒哀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과학자의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자신의 과학 학습과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에게 과학자의 희로애락 에피소드가 어떤 의미로 다가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과학사 에피소

드를 탐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했다.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이 담겨 

있는 인생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사용했다. 과학사 활용 과학 교육에서 

주로 도입하는 내용은 과학자의 과학 활동이나 업적인 반면 본 프로그램

에서는 사랑, 화, 슬픔, 취미라는 감정적 측면을 통해 여러 과학자들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에피소드를 도입했다. 학생들이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에 공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학자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학습의 새로운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희로애락(喜怒哀樂)’이라는 빅아이디어를 

도출해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았다. 모든 주제마다 과학자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에피소드식 내용을 도입했다. 과학사 에피소드는 과학사 

단행본, 과학자 인물 이야기, 과학자의 전기, 토막기사 등을 통해 수집했

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고한 책과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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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서울: 개구쟁이미르. 

Katja, D.(2009). 카타리나 케플러(강명희 역). 서울: 자음과 모음. 

Kemp, M.(2001), Spiritual Shapes: Ernst Haeckel's ‘art forms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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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agh. R., Jonathan. R.(2011). 세마리 개구리 깃발 식당 (김현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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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의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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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의 희로애락’ 프로그램은 자신의 가족, 친구, 제자를 아끼며 

사랑했던 과학자 러더퍼드, 패러데이[喜], 신분으로 인해 과학적 업적

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야 이름이 드러난 과학자 멘델[怒], 자살한 

과학자 캐러더즈와 레가소프, 역경을 극복했던 과학자 호킹과 옴[哀], 
실험과 연구를 병행하며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 생활을 

즐겼던 과학자 아인슈타인, 헤켈, 다빈치[樂]의 에피소드 등을 추출했

다. 이와 같이 4개 주제와 과학자의 이미지 측면에서 접근한 도입[秘]
까지 총 다섯 주제의 10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모든 주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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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자들의 숨겨진 삶 [秘]

목표
과학자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용

· 오랜 시간 동안 조명 받지 않았던 과학자 삶을 제시
· 과학자 희로애락 활동지를 통해 과학자의 겉모습 이미지와 실제 
삶에서 느꼈을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함.

· 우리의 삶과 과학자의 삶이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이야기함.
방법 · 활동지, 토론, 발표

 2.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과학자 [喜]

목표
· 과학자 삶 속에 나타난 부모, 형제, 제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자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 여러 가지 직업이 갖는 색 이미지 연결하기
·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과학자 사례를 조별로 제시
· 과학자의 삶을 통해 연상되는 색 연결하고 업적과 에피소드 
발표하기

방법 · 활동지, 조별 토론, 발표

 3. 멘델, 무릎팍 도사에 가다 [怒]

목표
· 과학자가 처했던 화나는 상황을 통해 과학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내용
· TV프로그램 ‘무릎팍 도사’에 고민이 있어 멘델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현

· 과학자 입장을 공감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함

방법 · 활동지, 역할극, 토론, 발표

 4. 역경을 극복한 과학자들 [哀]

목표
· 과학자의 삶에도 평범한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을 
공감한다.

내용

· 자살한 과학자, 역경을 극복한 과학자 사례를 ‘그것이 알고 싶다’
형식으로 제시

· 과학자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을지 이야기함
· 만일 자신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야기함

방법 · 활동지, 게임, 토론, 발표

 5. 과학자들의 취미 [樂]

목표
· 과학자의 취미 생활을 보며 과학자가 연구에 몰두할 뿐 아니라 
개인적 여가 생활을 즐겼으며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음을 알 수 있다.

내용
· 여러 과학자들의 취미와 업적이 담긴 자료를 조별로 제시
· 자료를 읽고 다른 조에게 업적과 취미를 알려준 뒤 어떤 과학자의 
취미인지 맞추는 게임 진행

방법 · 활동지, 게임, 발표

Figure 1. HOS(history of science) program reflecting scientists’
human perspectives

이름 (가명) 특징

김수영
의사표현을 잘 하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 평소에 과학
자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은 편이다. 수업 후 과학자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고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남지은
조용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한다. 
장래 희망이 과학 철학자이며 생각이 깊다. 과학자의 어두운 
면에 공감하고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해 위로를 얻었다.

이수정
학업 성취도가 높다. 아버지가 과학자이며 장래 희망도 과학자
다. 자신은 원래 과학자도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끔 모순되는 발화도 보였다. 

이정현
긍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으로 아버지가 과학 관련 일을 하시지만 
본인은 실험실에 앉아 있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업 후에는 과학자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했다.

황하정
학업 성취도가 높고 자아가 강하다. 과학 지식 습득이 과학 학습
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는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 과학
자 희로애락 수업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학생이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나는 앞으로의 전공 선택에서 1) 이과, 2) 문과를 선택할 예정이다.
나는 과학자가                    할 때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에게         한 모습을 볼 때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가           할 때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가           를 위해 취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가          할 때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다음 과학자 A씨와 B씨의 삶을 읽어보자.

<과학자 B씨>  B씨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이다. 연구실로 출근할 때마다 
온 가족이 나와 인사해 준다. B씨는 젊은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학업을 마쳤다. 현재는 몸이 불편하신 노모와 배우
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배우자에게 잘 도착했
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날의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늘 수행
할 실험 내용을 준비한다. 실험이 20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긴급한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를 켜놓는 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B씨는 보고서 
정리를 마친 뒤 바삐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 이후의 실험을 준비한다. 
해가 저물 때 쯤 실험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간다. 집에는 배우자와 자녀들
이 B씨를 맞아 준다. B씨는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재
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B씨와 아이들은 잠이 든다.

<과학자 A씨> A씨는 40대 중반의 미혼으로 화학 학계에서 촉망받는 
과학자다. 아침 7시까지 연구실로 출근하여 전날 연구했던 데이터를 확인
한 뒤, 오늘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실험을 준비한다. 점심시간 
전까지 20분마다 실험을 하려면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실험 데이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해진 프로토콜로 실험
한다. 연구 중에는 가족, 친구 등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없어 휴대 
전화를 잠시 끈다. 점심시간이 되자 A씨는 휴대 전화를 켜고 보고서 정리
를 마친 뒤 점심을 먹고 이후의 실험을 준비한다. 해가 저물 때 쯤 실험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간다. 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강아지가 A씨를 맞이하
며 반긴다. A씨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피곤에 지쳐 잠을 청한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노벨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심사 위원으로
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다. 12월에 있을 노벨상 수상 후보로 올랐다는 
내용이며 수상을 위해 스톡홀름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해 A씨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시간이었다.

1) 위의 두 명 과학자의 삶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3-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Figure 2. Opinionnaire before and after class

과학자 인생에서 인간적 측면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어 ‘공
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Figure 1과 같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특별시 소재 과학중점고등학교 1학
년(만 16세)에 재학 중인 약 20명의 여학생들로 모두 자원하여 프로그

램에 참여했다. 20명의 학생들 중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수업 전

후, 수업 중에 일어난 조사와 활동 과정, 수업 후 면담에 모두 참여한 

5명의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Table 1). 

3. 프로그램 적용 및 분석

토요일 오전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총 5주 동안에 

걸쳐 총 10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참여 전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지를 

사용했다(Figure 2).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동일한 조사지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지는 뚜렷한 정답이 없는 가치와 관련



Lee & Shin

472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떠올리기

↓

과학자 에피소드 읽기

↓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탐색하기

↓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기

↓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판단하기

Figure 3. Learning steps in science class reflecting scientists’
human perspectives

된 상황 판단 조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스토리텔링 유형으로 구성했다.
10차시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후 전체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여

했던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질

문은 조사지 응답의 결과와 수업 관찰과 활동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

했다.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과학자의 이미지와 수업 

후의 느낌과 변화된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했다. 면담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업과 이번 수업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좋았던 수업과 싫었던 수업은 무엇입니까?

◾과학자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과 공감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변에 과학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10차시의 모든 프로그램과 수업 후 면담은 비디오로 녹화했다. 과학

교육학으로 박사 과정 중인 전공자가 매 차시별 수업 현장 상황 중 

특징적인 부분을 현장 노트로 기록해 수업 관찰 분석 시 도움을 주었

다. 연구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각 자료를 전사해 

텍스트로 전환했다. 반구조화된 조사지, 수업 중 활동지, 수업 관찰 

자료, 수업 후 면담, 필드 노트 등 원 자료를 코딩하며 본 연구의 주제

와 연구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 
원 자료들은 한 번의 기록보다는 여러 번의 코딩 과정을 통해 기록을 

보완할 수 있었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해 자문화 기술지 전략을 활용했다. 분석의 

첫 단계로 개인의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의 반복되는 주제를 탐색했다. 
예를 들어 김수영의 수업 전 조사지와 수업 후 조사지를 코딩 후, 각 

응답을 비교해 수업 전 학습자가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지녔는지, 과학

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실시한 조사지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과학에 대한 진로가 변경되었는지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두 자료

를 비교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주제를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제시

되는 단어와 토픽을 기록했다. 또한 새롭게 언급된 발화는 무엇인지 

탐색했다. 전사된 수업 비디오 자료와 활동지 자료를 조사지 기록과 

대조하며 내용을 검토했다. 프로그램 참여 과정 중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각 수업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 면담 자료를 검토했다. 각각의 전사된 내용에서 얻어진 주요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분석적 메모(analytic memo) 기법을 활용했다

(Saldana, 2009). 예를 들어 김수연과 황하정의 대화가 기록된 자료 

옆에 ‘과학자에 대한 친 감’이라는 메모를 적었다. 이러한 메모를 통

해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과학자에 대한 공감, 과학자와 동일시, 과학

자에 대한 친 감, 과학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과 같은 큰 

범주를 생성했다. 
두 번째 단계로 주어진 자료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변화를 해석했다. 이 단계에서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타자와의 관계도 

분석했다. 예를 들어 남지은의 전사된 자료 중 ‘과학자의 이미지’라는 

범주에서는 수업 중 색으로 과학자를 표현한 활동, 각 수업 중 과학자

에 대한 발화, 쉬는 시간 친구와의 발화 자료를 기록했다. ‘과학자에 

대한 공감’이라는 범주에서는 수업 시간에 과학자의 경험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내용, 수업 후 면담에서 자신의 발화에 대한 해석 

등의 자료를 기록했다. 이외에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것인가, 취미,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나, 과학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 과학자가 희로

애락을 느끼는 순간, 수업에 대한 평가, 수업 후의 개인적인 변화, 진로

에 대한 고민, 무엇이 인간적인가’를 범주화해 전 단계보다 주제에 

접한 내용으로 하위 범주화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업 전과 후 과학자 이미지를 분석했다. 특히 남지은의 

경우 과학자에 감정 이입하는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발화를 해 비중 

있게 분석했다. 개인별 분석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하위 범주와 

주제는 조금씩 달랐지만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세 번째 단계로 본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일반적 맥락화를 시도했

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하위 범주를 토대로 공통으로 보이는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수업 

후 달라진 점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적 메모를 활용해 

공통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기록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

에 대해 진술했다. 생성된 범주는 효과의 차원에 따라 배열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록했다.

III. 과학자의 희로애락이 드러난 에피소드 활용 과학 수업 모형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과학사 에피소드 활용 수업은 1주
제 비(秘), 2주제 희(喜,) 3주제 노(怒), 4주제 애(哀), 5주제 락(樂) 등 

총 5개 주제의 10차시로 개발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과학자의 개인적 에피소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과학자 

에피소드,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지 못한 과학자 에피소드, 역경을 극복

한 과학자 에피소드, 과학자의 취미 에피소드를 소재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반영된 과학 수업 개발 시 무엇보다도 

에피소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수업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을 

우선시 했다. 즉, 수업의 틀이나 구성 등의 형식이 아닌 에피소드의 

성격을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이는 과학자의 

희로애락이 담긴 에피소드가 본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함을 드

러낸다. 5개 주제별로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된 후, 학생들에게 프로그

램을 적용한 결과를 반영해 과학자의 희로애락이 드러난 에피소드 활

용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확정했다. 5개의 주제별 수업 프로그램

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Figure 3).
첫 번째 단계인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떠올리기’에서 교사는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의 이미지에 대해 질문한다. 학생들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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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과학자[喜]

목표

1. 과학자의 개인적인 삶에서 따뜻한 마음이 발현된 에피소
드를 통해 과학자의 마음에 주목한다.

2. 직업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사람을 사랑하고 배
려했던 과학자의 마음을 본받는다.

수업 흐름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떠올리기 → 과학사 에피소드 읽기 
→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탐색하기 →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
기  →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평가하기 1 →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평가하기 2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떠올리기

직업군에 연상되는 색을 떠올리며 활동지를 완성시킨다. 
학생들은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경찰, 의사, 과학자, 간호
사 등의 직업에 연상되는 색상의 색종이를 붙인다.
학생들은 선택한 색이 직업과 어울리는 이유를 활동지에 기
록한다.

과학자 
에피소드 

읽기

조별로 과학자 에피소드를 선택하기
교사는 학생을 4개의 조로 나누어 따뜻한 마음씨와 관련된 
과학자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4명의 과학자: 케플러, 러더퍼드, 패러데이, 허셜 남매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탐색하기

조별 활동하기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과학자의 자료를 읽는다.
과학자의 업적, 과학자의 따뜻한 면을 정리한다.
과학자에게 어울리는 색을 선택한다.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기

처음에 생각했던 과학자의 색과 활동을 한 뒤의 과학자 색을 
비교해본다.
왜 과학자의 색이 바뀌었는지 이유를 적는다.
<빛나라 지식의 별, 스펀지>의 유행어를 응용하여 정리한다.

케플러의 업적은 이다.  

케플러의 따뜻한 부분은 이다.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판단하기 1

모둠별 발표하기
각 모둠마다 정리한 것을 발표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과학자의 색과 현재 생각하는 과학자의 색
을 비교한다.
색이 변했다면 그 이유를 발표한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내용을 듣고 과학자의 인간적인 측면
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판단하기 2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리 주위에 과학자는 누가 있는지 묻는다.
교사는 과학자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음을 알려
준다. 
학생들이 만났던 과학자와 그들에게서 봤던 따뜻한 마음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만났던 과학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감을 알려준다. 
교사는 책 <홍성욱의 과학에세이(p.29)>의 일부를 이야기하
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몇 년전 과학자들과 함께 남극을 탐험한, 네 명의 독일 청소
년들은 이번 탐험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느냐는 질문
에 대해 “매일 밤 전자 메일로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스페인의 과학자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고정 관념 속 과학자는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과학자에게도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며 정리한다.

Figure 4. Example of lesson plan focusing on scientists with 
warm heart[joy]

으로 무의식 속의 과학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과학자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수업 시간마다 희로애락 주제

에 맞는 과학자 이미지를 떠올려 자신이 갖고 있는 과학자 이미지를 

회상할 수 있다. 교사는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는 학생의 발화에 

어떠한 가치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과학자 에피소드 읽기’에서 교사는 과학자의 인간

적인 면이 드러난 에피소드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교사는 

과학자의 따뜻한 모습이 담긴 과학자 에피소드, 과학자의 성난 모습과 

슬픔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에피소드, 과학자의 취미 등 주제에 맞는 

과학자 에피소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여 정리된 자료를 학생들

에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노(怒) 주제 수업에서 수도사이자 과학자인 

멘델이 경험했던 시대적, 신분적 불합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역할극 

시나리오로 제공했다. 또, 락(樂) 주제 수업에서는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던 아인슈타인, 요리를 잘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잘 

그렸던 헤켈 등 과학자의 취미에 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읽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탐색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읽은 에피소

드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지를 비롯한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탐색한다. 
특히, 과학자들의 과학적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 측면을 염두에 두어 

탐색한다. 교사는 주어진 자료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 개인별로 또는 모둠별로 제공해야 한다. 각자 읽은 에피소드 내용

을 근거로 다른 학생들과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토의해

야 한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

인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기’ 단계로 이어지기 어렵다. 교사가 판단할 

때 학생들의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 제시한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추가 에피소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

공할 수 있다.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과학자가 처한 상황

에 공감하면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아 과학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애(哀) 주제 수업에 등장한 과학자 캐러디즈와 레가소

프는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캐러디즈와 레가소프가 삶에

서 경험한 역경이 자신에 삶에 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과학자의 

입장이 되어본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과학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며 과학자의 삶에 공감하는 경험을 한

다. 한편, 학생들은 역경을 극복한 스티븐 호킹과 옴의 삶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만약 

과학자의 삶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공감을 돕기 위해 교사는 “~라고 가정하자(Let’s suppose
∼)” 식의 발제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판단하기’에서는 과학자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공감한 것과 공감하지 못한 것을 토대로 수업 

초기에 가지고 있던 과학자의 이미지와 비교해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을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희(喜) 수업에서 수업 초반에 연상한 과학자

의 색과 수업 후반에 연상한 과학자의 색을 비교하며 과학자를 바라보

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까지도 고려한 과학자의 진실된 모습을 완성하

게 된다. 이상의 흐름을 갖춘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Figure 4와 같다.

IV.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

1. 과학자도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

2002년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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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공동체 이미지에 대해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자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류를 위

해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반면 과학자의 개인적인 삶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직업 영역 외에서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사
람들은 과학자의 개인적인 삶은 본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도 했다. 인간

으로서 과학자에게 대해 일반인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이질감을 느낀 

것이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과학자에 대해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선망의 직업인 과학자 이미지와 경직된 이미지의 과학

자 둘 다 떠올렸다. 학생들 대부분 과학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이미지, 냉정한 이미지, 인간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과학자는 뭔가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수업 후 면담, 남지은)

보통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좀, 약간 냉정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 후 면담, 이수정)

과학자가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수업 후 면담, 이정현)

일반적으로 과학자의 이미지는 드라마와 영화, 뉴스와 잡지 등의 

매체에서 얻는다(Barman, 1999). 과학자를 실제로 보거나 과학자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이미지가 아니라 미디어에 의한 이미

지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과학자 이미

지는 학생들이 과학자를 직업인으로 선망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측면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자

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 과학사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과학자의 삶 

속에 내재된 희로애락을 간접 경험하며 ‘과학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과학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과학자가 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Shin & Shin, 2012). 학생

들은 과학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 개인적 배경, 과학적 문제

에 다시 놓이게 된다. 학생들이 만든 상상의 공간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과학자가 경험한 감정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과학자의 따뜻한 감정과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학생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과학자가 경험한 삶의 굴곡과 

차별에 대해 함께 안타까워했다. 

(멘델은) 논문을 써서 나름 다윈이 읽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수업 중, 김수영)

과학자들은 조금 쪼잔한 구석이 있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인간적인 거 

같다. 어쩌면 과학자가 인간의 잠재된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수업 중, 남지은)

또한 과학자가 잘못 선택한 길에 대해서 학생들은 비판하고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찾기도 했다.  

스티븐 호킹은 죽음... 죽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죽을 

것을 알았는데 연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연구하고 싶어서 산 것 

같아요. (수업 중, 이정현)

자신의 연구가 가치가 있다고 제대로 발견되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을 이용했다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과학자 3명의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고 말한다. 과학자의 

연구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과학자들도 자신의 발견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수업 활동지, 황하정)

 
Ahn(2005)은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서 관찰과 체험이 필요하다

고 했다. 사람의 성품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과학의 주체인 과학자,  과학적 업적에 가려졌던 과학자 

삶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학생들은 과학사 

속 과학자의 삶을 소재로 과학자의 인생을 간접 경험한 것이다. 냉정한 

줄만 알았던 과학자 이야기에 학생들은 직접 들어가 과학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지나쳤던 상황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학생

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과학자라면 어떻게 했을

까’라는 질문을 통해 타자화 되었던 과학자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삼게 되었다. 과학자에 대해 안다는 것은 결국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 과학자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과학자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과학자의 실패와 실수

를 통해 과학자를 인간적으로 느낀 것이다.

과학자들은 언뜻 보면 마치 기계와도 같고 인간적인 모습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때는 인간적으로 보일 것 같다. 

(수업 활동지, 김수영)

2. 과학자에 대한 친밀감

과학 교과서는 과학자의 삶의 이야기보다 과학자의 과학적 업적에 

대한 결과로 채워져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과학만 존재하고 인간으

로서 과학자는 없다고 느낀다(Wang & David, 2002). 학생들에게 과학

자가 언제 희로애락을 느낄지 물었고 그들은 대부분 과학자의 그런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과학자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과학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과학자도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하게 희로애락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과

학자와 자기 자신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첫 번째 수업을 통해서 과학자에 대해 알아가기 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충분

히 듣고 그것을 과학자 삶의 이야기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도 

나처럼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도 하고,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고민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또 자신처럼 형제자매들과 다투기

도 하고, 부모를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이 과정

을 통해 과학자의 삶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과학자[喜], 멘델 무릎팍 도사에 가다[怒], 역경을 극복한 

과학자들[哀], 과학자의 취미[樂]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과학

자의 모습을 발견했고 과학자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Program Development of Scientists' Episode: Focusing on Scientist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475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다. 그러기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수업 중 

활동지, 김수영)

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한심해서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매우 슬플 

것 같다. (수업 중 활동지, 김수영)

나일론 만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압박받으면 짜증도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압박을 주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수업 후 면담, 남지은)

저는 아니 과학자는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세계가 있어서 아니 이거 

맞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연구할 줄 알았는데, 과학자도 아픔을 

느끼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수업 후 면담, 이정현)

대단한 연구를 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야 좋은 

연구라고 인정받으면 억울할 것 같다. (수업 중 활동지, 이정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수업을 과학을 배우는 수업과 달리 과학

자에 대한 사생활을 배우게 되어 과학자에 대해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고 했다.

과학자, 과학자에 대한 사생활을 배우니까 업적 알고 있는 것 보다 수업 

시간에 과학자 나오면 뭔가 친한 것 같은 (웃음) 기쁘고 막 그래요. (수업 

후 면담, 김수영)

과학자들은 무조건 그런 거만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과학 그 

자체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업 후 면담, 이수정)

재조명된 과학자의 기뻤던 순간, 화났던 순간, 슬픔을 느꼈던 순간,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이 느낀 희로애락의 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과학자의 개인적 일상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를 친근하게 여기고 과학자에 대해 잘 아는 사이

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과학자에 대한 사례를 경험하는 

시기는 대학생이 되기 전이 좋다.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기 전에 과학자

를 실제로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기존의 고정 관념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한다(Barman, 1997; Fort & Varney, 1989; 
Rahm & Charbonneau, 1997).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자 에피소

드를 통해 과학자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

던 과학자에 대한 제한적 이미지에서 새로운 과학자 이미지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Mattews (1998)는 과학자의 삶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

해 과학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과학을 추상적으로 배우지 

않게 될 때 학생들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과학자에 대해 낯설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면 과학자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우리는 과학적 소양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과학자의 과학사 사례를 배움으로써 학생

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친근함을 갖게 해 긍정적 동기를 제공하게 됨이 

드러났다. 

3.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섯 명의 학생들은 수업 전 · 후 본인들이 과학

자가 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와 또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업 전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만으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

이 좋아야 하고 실험실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수

영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

고 있었다.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성적

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전반적인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점을 통해 과학 진로에 

대한 막연함을 볼 수 있게 한다. 남지은과 이정현은 이과에 지원했지만 

자신감,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의 부족으로 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

했다. 대신 과학자가 아닌 이공계 분야의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 했다. 
그 밖에 안수정과 황하정은 자신은 과학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

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두 학생은 학교에서 이미 상위권에 속해 있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성적을 더 올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수업 전 조사지, 김수영)

나는 안 될 것 같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실험하느라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수업 전 조사지, 남지은)

연구실에서 얌전히 연구하지 못할 것 같다. (수업 전 조사지, 이정현)

과학을 좋아하는 누구든지 과학자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다. (수업 전 

조사지, 이수정)

수업 후 남지은과 이정현은 자신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었고 다른 학생들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자신만의 이유를 

썼다. 수업 전, 한 곳에 앉아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이정현은 

수업 후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과학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로 바뀌었다. 평소에 과학자인 아버지의 직업을 

보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과학자 

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정현이 가지게 된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는 과학 진로를 고려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남지은도 수업 전에 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과학자 에피소드 수업을 통해 생각이 변해 

자신도 과학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에게는 냉정함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주제인 희로애락을 통해 과학자

도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 후, 학생들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자신만의 근거가 생겼다. 

김수영의 경우 “흥미가 있고 노력만 한다면 이 세상에 갖지 못할 직업

이 없다”고 말했다. 과학자는 태생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

기 때문에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이수정과 황하정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수정은 과학자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다.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과학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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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과학자 연구 주제 설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황하정의 경우, 자신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썼다. 과학과 교과목에 대한 흥미, 개인적 특성인 몰입

성을 언급하며 이것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했다.

과학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학자가 될 수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후 조사지, 이수정)

과학에 흥미도 있고 좋아하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므로? (수업 

후 조사지, 황하정)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를 희망하거나 과학

에 관심을 가졌던 참여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과학자가 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성적만을 고려

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과학자라는 직업이 너무 높고 멀게 느껴진다. 
과학자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도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많은 것만 같았던 과학자들도 

나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며 과학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벽이 조금 

낮아졌다.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토대로 나와 닮은 과학자 상을 그리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의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

해 ‘과학사 에피소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학습자는 과학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

보았으며 학습자의 과학 진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에게 생긴 의미 있는 변화도 파악했다. 기존의 

과학 교육에서 등장하는 과학자의 모습은 과학적 업적 위주의 위인이

었고, 과학자의 사적 에피소드는 드러나지 않았다. 과학 교육의 목표가 

인지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한 과학 교육에 도입하는 과학사 내용은 

주로 과학적 탐구 과정이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소재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적인 영역과 인문학적 영역에 공통으

로 포함되는 과학사 내용은 과학 교육의 소재 중 정의적 영역 교육에 

활용되기에 적합한 소재다. 특히,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에피

소드를 활용함으로써 과학 교육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의 활용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과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 요소가 많은 과학사 내용이 가지는 본질

적 가치에 비해 그간 과학 교육에서 활용되어 온 과학사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희로애락(喜怒哀樂)’ 프로그

램에서 드러난 과학자의 실제 인생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습자는 과학자의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과학자

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기쁜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우는 ‘자신들과 유사한’ 이미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과학에 

대한 선입견, ‘과학은 어렵다’, ‘나는 과학자가 될 수 없다’ 등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무력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자와 직접 만나 함께 프로젝

트하기, 온라인으로 연락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하기, 과학 잡지나 기사 

읽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주고 과학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과학자

를 직접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이 

드러난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해 쉽고 편하게 

과학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과학 업적으로만 익숙한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을 인간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간접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진이 구성한 과학자 삶의 이야기

를 접했다.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과학사에 나오는 과학자 에피소드를 

찾아 과학자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가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과학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에피소드에 우연히 접근

하게 되면서 과학과 과학자의 참모습을 만날 것이다. 다만, 과학자를 

다룬 많은 자료들이 대부분 위인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학자의 과학적 업적, 연대기식 정보는 많아도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료 수집

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과학자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들, 특히 이미 과학에 대해 큰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기대한다. 과학에 대해 흥미가 있어 학습하는 학생들이던 그렇

지 못한 학생들이던 과학이나 과학자의 단편적 측면만을 이해하기보

다는 과학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과학의 딱딱한(hard) 측면과 더불어 부드러운(soft) 측
면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과학자의 과학 활동을 총체적이고 맥락적으

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과학

자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화하

기 위해 과학자들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에피소드를 활용한 ‘과학자

의 희로애락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했다. 과학자의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자신의 과학 학습과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

는지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과학자의 희로애락 관련 총 5개 주제, 
10차시로 구성되었고, 2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5명의 

수업 전후 조사지, 수업 중 상호 작용, 활동지 자료, 면담 자료, 수업 

현장 노트 등을 심층 분석했다.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을 나타내는 수업

의 흐름은 먼저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떠올리기, 과학사 에피소드 읽

기, 과학자의 인간적 측면 탐색하기, 과학자의 상황 공감하기, 과학자

의 인간적 측면 평가하기 등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자도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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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에게 친 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 과학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과학과 과학자에 대해 더 큰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추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과학자 에피소드, 프로그램, 과학자의 다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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