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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사와 과학철학, 생물개념학습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생

물학의 중심개념으로 진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Brumby, 1984; Ha, 
2016a; 2016b; Kampourakis & Zogza, 2008; Meir et al., 2007; 
Settlage, 1994). 진화 개념은 유전과 생태와 같은 생물학의 여러 개념

들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의 

궁극적 설명 역시 제공해 준다(Ha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학생, 대학생, 또한 생물교사들까지 진화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

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생물 교사들의 진화 개념

을 조사한 결과 100점에 70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Rutledge & 
Warden, 2000), 장기간(약 3달 이상)의 진화 개념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하여도 이해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Nehm & Schonfeld, 2007). 우리나라의 생물 교사들의 진화 개념의 

이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Ha & Cha(2007)의 연구

에서는 현직 교사가 예비 교사에 비하여 더 많은 오개념을 보 으며, 
Lee & Cha(2014)의 연구에서는 진화적 설명을 다른 생물 개념에 전

이시키는 것을 생물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이외에 

많은 나라에서 실시한 진화 개념의 이해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

된 결과는 학습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Brumby, 1984; Ha, 2016a; 2016b; Kampourakis & Zogza, 2008; 
Meir et al., 2007; Settlage, 1994).

과학적 진화 개념(자연선택 및 돌연변이)의 이해를 방해하는 다양

한 오개념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오개념이 목적론적 설명, 의
도에 의한 진화적 변화, 라마라크의 용불용설 등이 있다. 또한 과학적 

지식의 수준이나 인지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오개념

과 달리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하는 창조론적 설명 역시 진화의 대안

개념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생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는 

생각을 가지기 이전 사람들이 생각한 생물이 특정 형질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형질이 가지는 목적이었다(Opfer et al., 2012). 목적론적 

설명의 기원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네 가지 원인 중 

하나인 목적인에서 찾을 수 있다(Gotthelf, 1976). 목적인이 과학적 

설명에서 의미 있는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철학자 Hume이 강조한 

인과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 중에서 특히 목적인은 원인이 결과보

다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시간적 우선성에 위배된다(Hodgson, 2004). 
자연과학의 발달로 목적인은 생물학적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적론적 설명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목적론적 설명이 인지 편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Kelemen et al., 2013; Willard 
& Norenzayan, 2013). 목적론적 설명이 인지편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목적론적 설명은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 다

(Kelemen et al., 2013).
목적론적 설명 이후 학자들이 생각한 가장 오래된 진화적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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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내부 의지에 의하여 개체가 변화하 다는 식의 설명이다

(Bowler 2009). 생명은 발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그런 노력

들이 원인이 되어 생명체의 형질의 발달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Bowler 2009). 이와 같은 설명을 의도에 의한 진화(intentionality)라 

한다. 기존의 목적론에 비하여 인과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우 추상적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미약하 다. 
이와 같은 설명 역시 인지편향이라는 주장 역시 최근에 제시되고 있

다(Opfer et al., 2012). Opfer et al.(2012)의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Bartsch & Wellman, 1995; Inagaki & Hatano, 2002; Sinatra et 

al., 2003; Sinatra et al., 2008)에서 개체의 내부 의지나 특별한 지능이 

진화적 설명을 일으킨다는 식의 설명(intentionality)이 학습자의 인지

에서 생득적으로 형성되고 매우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이것은 이와 같은 설명이 인지 편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목적론과 내부 의도에 관한 설명 이후 제시된 진화적 설명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다. 비록 현대 과학은 용불용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 설명이 제시된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으며,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제시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던 설명이다(Kampourakis & Zogza, 2007). 특히 퇴화형질에 

대한 설명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비하여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더욱 그럴듯한 설명으로 인정받았었다(Ha & Nehm, 2014). 하지만 

유전개념이 발달로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짐으

로서 용불용설은 쇠퇴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종교적 설명(창조론), 
목적론, 내부 의도, 용불용설은 과학적 진화 설명을 대체하는 대안적 

설명들이다. 현대 과학에서 인정받고 있는 진화적 설명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기반을 둔 설명일 것이다(Ha & Nehm, 2014). 생명체의 

형질은 세포내의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는

데, DNA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때로는 유익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으며, 환경에 적합하여 생존과 

생식에 유리하면 해당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번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생물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앞서 진화 개념의 과학적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제시된 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과 같은 과학적 진화 설명의 대안개념들의 특징

은 학습자의 인지구조에서 대안개념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과 같은 과학

적 진화 설명의 대안개념들의 발달 과정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

적 순서에 따라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창조론적 생각부터, 
목적, 의도, 용불용설, 그리고 현대 진화론으로 사고의 발달이 이어진

다. 따라서 창조론, 진화의 대안 설명, 그리고 현대 진화론의 설명으로

의 발달을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사고가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진화 개념 발달을 이

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가 

Ha(2007)의 진화개념 검사도구이며, 이 도구를 통해 생성한 자료를 

과학사적 개념발달을 근거로 개념발달단계가 반 될 수 있도록 분석

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Ha(2016)의 연구이다. 
Ha(2016)는 Ha(2007)가 개발한 진화개념검사도구의 응답을 학습

발달연구에 활용되는 라쉬 모델 분석을 적용하여 개념발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 다. 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자연

선택적 설명의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라쉬 

모델의 부분점수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느 개념 수준

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적합한지 다양한 통계치를 활용하여 확인하 으며, 학생들

의 문항 반응은 적합하다고 확인하 다. 하지만 Ha(2016)의 연구의 

참여자는 대부분 초등과 중등학생들이다. 진화 개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

지고 연구한 대학생과 예비교사들에 대한 개념 이해를 면 하게 조사

하지 않았다. 특히 Ha(2016)의 연구에서는 문항의 적합도만 확인하

을 뿐 집단간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반응정도가 차별적인지에 대한 

엄 한 검토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Ha(2007)의 검사도구

를 순위선다형의 방법으로 부분점수 모형을 활용한 라쉬 모델 분석을 

활용한 방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기획하면서 다양

한 연구 문제들을 추가하 다. 
첫 번째로 미국의 대학생들과의 국제비교이다. 진화 개념의 형성에

서 종교라는 문화적 요소의 향은 매우 크며, 종교는 목적론 등과 

같은 과학적 사고방식과도 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화 개념의 

형성은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개념의 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미국의 학생들의 진화개념을 조사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왔다(Ha & Nehm, 2014; Ha, 2016b; Kim & Nehm, 2011). 
각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매우 다르다. Ha & Nehm(2014)의 

연구에서는 서술형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의 

진화 개념을 비교하 으며, Ha(2016b)는 Conceptual Inventory of 
Natural Selection라는 선택형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Kim 
& Nehm(2011)는 8문항으로 된 Evolution Content Knowledge(ECK)
는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으로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는 Ha(2007)
이 개발하고 Ha(2016)에 제안한 방법으로 비교할 계획이다. 

국가라는 변인과 함께 생물 전공 유무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

다. 현대 진화론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기반을 둔 설명으로, 유전

학과 생태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기 매우 어

렵다. 즉, 생물전공적 지식의 유무는 진화 개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공은 진화 개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와 전공으로 구분된 4개의 

집단(한국 생물전공, 한국 비전공, 미국 생물전공, 미국 비전공)의 진

화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진화 소재에 

따른 개념 발달의 수준이다. 진화 소재에 따라 진화 개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에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Ha et al., 2006; 
Heredia et al., 2016; Nehm & Ha, 2011; Opfer et al., 2012). 이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소재에 따라 나타나는 설명의 차이가 국가와 전공으

로 구분된 집단 변인과 교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화 소재에 따른 개념의 발달이 문화(국가)나 교육수

준(전공)과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

슷한 연구 문제를 제시한 선행연구는 서술형 평가 문항을 활용한 Ha 
& Nehm(2014)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화 소재에 따라 나타나는 

과학적 설명과 비과학적 설명의 빈도의 차이가 문화(한국과 미국)와 

교육 수준(학년)이 변화함에도 일정함을 확인하여 두 변인간 교호작

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교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소재에 따라 나타나는 진화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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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문화와 교육의 수준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

면, 소재에 따라 진화 개념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학년이 변화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더라도 일관된다는 것이다. 소재에 

따라 문제해결의 수준이 다른 것은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이론

의 주요 증거이며, 상황적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Kirsh, 2009; Nehm & Ha, 2011; 
Newell & Simon, 1972).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이 다른 현상이 교육

수준이나 문화권에 따라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은 다문화비교 연구이나 진화 개념에서 Ha & 
Nehm(2014) 이외에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 

문제를 연구 문제로 상정하 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개념발달과 종교성

과의 상관관계이다. 진화이론의 수용과 종교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Heddy & Nadelson, 2013; Lombrozo 
et al., 2008; Nehm et al., 2009; Trani, 2004). 진화이론의 수용과 

종교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진화론을 수용할수록 종교

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진화’에 대한 수

용에 관한 연구 을 뿐 이 학생이 수용하고 있는 진화론의 단계에 

따라 종교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진 않았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은 현대 진화론적 설명에 근접할수록 더욱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교성은 계속 낮아진다

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한 과학적 

사고력와 종교성과의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Hergovich et al., 2005; 
Kanazawa, 2010; Pesta et al., 2010; Razmyar & Reeve, 2013; Sherkat, 
2011; Zuckerman et al., 2013). Hergovich et al.(2005)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험

적으로 밝혔으며, Kanazawa(2010)는 자유주의자거나 무신론자들의 

지적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하 다. Razmyar & Reeve (2013)은 인지

적인 능력과 인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종교성과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강조하 다. Sherkat(2011)은 종교와 과학적 소양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 고, Zuckerman et al.(2013)은 종교성

과 지적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메타 분석을 통해 확인

하 다.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더 과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덜 종교적이라는 가설이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진화 교육의 상황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과학

사와 진화적 설명의 발달에 관한 논의에서 생명 형질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창조론에서 목적, 의도, 용불용설, 현대 진화론으로 이어

져왔다. 목적, 의도, 용불용설로 이어지면서 진화론적 사고는 더 과학

적으로 변해왔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단계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현대 진화론적 설명은 가장 과학적이다. 앞서 과학적 사고와 종교성

과의 상관관계에관한 이론을 적용한다면 보다 과학적 진화론적 사고

를 가진 학생이 덜 종교적일 것이다. 용불용설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과 현대 진화론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 모두 진화론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겠으나, 과학사적으로 생각하면 현대 진화론적 

설명에 있는 학생이 용불용설적 설명의 단계에 있는 학생에 비하여 

더 과학적이며 덜 종교적일 것이다. 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현대 

진화론으로 사고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종교성은 단계적으로 낮아지

는 것이 연구 가설이다. 이 연구 가설이 성립한다면 진화론의 수용과 

종교성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설명에서 보다 확장되어, 진화론

적 사고가 과학사적 단계에 따라 발달할수록 종교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제시된 자세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진화적 사고의 과학사적 발달 과정(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자연선택)을 토대로 순위선다방식(ordered multiple choice)과 

부분점수모델(partial credit model)을 적용한 방법이 한국과 미

국, 전공과 비전공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일반화가 가능한가?
2. 전공과 국가에 따른 네 집단(한국 생물전공, 한국 생물비전공, 

미국 생물전공, 미국 생물비전공)의 진화 개념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
3. 전공과 국가에 따른 진화 개념의 발달 수준은 인간, 동물, 식물별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진화 개념의 발달과정과 종교성은 관련성이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설문 참여자

이 연구의 자료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물전공과 비생물 전공의 

대학생들이다. 설문 연구에서 참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은 필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수집되었으며, 편의표집

(Convenient sampling)으로 수집되었다. 하지만 각 집단별로 유사성

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수집되었다. 우리나라 생물

전공 학생(이하 한국 생물 전공)은 3개 대학의 생물학과와 생물교육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참여자는 총 141명으로 전체의 14.3%이

다. 일반생물학 강좌를 수강 중인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며(83.7%), 
3학년 학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11.3%). 한국의 생물 비전공(이하 

한국 비전공)은 사범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인문과 사회 전공의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전체 129명으로 이 연구의 총 참여자의 

13.1%이다. 1학년(39.5%)과 2학년(58.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한국의 생물전공학생들과 연령대는 비슷하다. 
한국과 미국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미국 학생

들의 자료는 중부의 한 주립대에서 일반생물학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들이다. 이 강좌는 생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전공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으로 구분되는데, 각 강좌에서 자료들이 수

집되었다. 미국의 생물전공 학생은 207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1.0%
이었다. 이 학생들은 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생물학 강좌 역시 비전공학생들의 수업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생물 비전공 학생은 508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1.6%이었다. 이 학생들은 필수 교양으로 과학과목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생물학을 수강하는 학생이다. 한국의 비전공의 경우 일반

생물학을 수강한 적이 없지만 미국의 비전공은 일반생물학을 수강하

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생물학에서 진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화적 

사고에 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Nehm & 
Schonfeld(2007)의 연구에서 약 3달 이상의 진화 개념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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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 을 때 그 향력은 미미하 을 것으로 판단된

다. 참여자에 대한 설명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나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연구와 달리 본 

연구나 서론에 소개한 국제 비교 연구들과 같이 규모가 작은 국제비

교연구에서는 한 집단을 대표하는 수준의 연구자료 표집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 이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며,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반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2. 검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Ha(2007)가 개발한 진화 개념에 

관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의 문항은 다양한 생물들의 모양이 

제시되고 해당 형질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5가지의 보기로 

구성된다. 5가지의 설명은 앞서 서론에 소개한 종교적 설명인 창조론

과 오개념인 목적, 의도, 용불용설의 비과학적 설명 세 가지와, 돌연변

이와 자연선택의 현대적 진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Ha(2007)가 

개발한 검사도구는 총 18문항인데, 문항의 수가 많아 응답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12개 문항을 선별하여 투입하 다. 12개 문항

은 척추 모양, 직립, 손모양, 성대, 기린, 매, 북극곰, 벼멸구, 장미, 
선인장, 수련, 도깨비풀의 소재로 되어 있다. 국문으로 된 문항은 문

으로 번역을 하 으며, 번역된 문은 원어민의 수정과 재확인을 여

러 번 거쳐서 확인하 다. 이 검사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연구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종교성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는 Lombrozo et al.(2008)이 

개발하여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 다. ‘나는 신을 믿는다’문
항은 그대로 번역하 으며, ‘나는 천국과 지옥 같은 사후 세계가 있다

고 믿는다’문항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 다. 마지막 

문항(나는 나 자신이 종교에 관심 없으며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다) 역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검사도구의 내적일관성신뢰

도(Cronbach alpha)는 한국 생물 전공이 0.830, 한국 비전공이 0.875, 
미국 생물 전공이 0.836, 미국 비전공이 0.799이었다. 종교성 문항의 

Rasch 모델 분석에서 Infit MNSQ는 세 문항 각각 0.78, 1.05, 1.17, 
Outfit MNSQ는 각각 0.77, 1.03, 1.17으로 적합하 다. Person 
reliability는 0.8, Item reliability는 1.0으로 적합한 수치 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의 분석은 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이어지는 과학사적 개념발달의 순서를 적

용하여 차등적인 값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

을 위하여 라쉬 모델의 부분점수모형(partial credit model-Rasch 
analysis)을 사용하 다. 기존의 인간, 동물, 식물의 세 가지 맥락에서 

따로 분석하던 것을 단일 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하여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분석하 다. 차원 분석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Final Deviance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확인하 다. 

Final Deviance는 1차원이 27235.4, 3차원이 27382.1로 그 비율이 

99.5%이었으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1차원이 27333.4, 3
차원이 27490.1로 그 비율이 99.4%로서 두 값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 부분점수모형 

라쉬모델 분석과 각 맥락별로 따로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

하 다.
문항의 질적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의 참여자들의 능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값으로 Item Separation Reliability이 사용되며, 
문항들의 난이도가 학생들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값으

로 EAP/PV Reliability를 사용하 다. Item Separation Reliability는 

0.9이상, EAP/PV Reliability는 0.8이상일 경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라쉬 모델 분석은 학생들의 능력치와 

문항의 난이도를 통하여 경향성을 확인하고, 경향성에 따라 학생들의 

응답을 예측한다. 예측과 실제 응답이 차이가 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하는데 그 값이 MNSQ(mean-square)이다. MNSQ가 1일 

경우 가장 적합하며, 1에서 벗어날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Wright & Linacre(1994)는 부분점수모형에서 적합한 MNSQ는 0.6–
1.4이라 하 다(Boone et al., 2014). 또한 국가와 전공에 따라서 문항

에 대한 반응이 차별적인지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별적 문항 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을 확인하 다. 문항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지식수준이나 문화적 배경

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측정도구에 대한 이해가 집단마다 차별적이

라면 해당 문항으로 생성된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 점은 측정도구가 가지는 중요한 타당도 중 하나로, 
Messick(1995)은 일반화 타당도라 하고 강조하 다. 이 연구에서는 

라쉬모델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전공별로 차별적 문항 기능 분석을 

DIF 차이를 통하여 확인하 다. DIF 값의 차이가 0.64이상일 경우 

해당 문항은 집단별로 차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국가와 전공으로 구분된 4개 집단의 점수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사용하 으며, 효과크기는 partial eta 
squared(이하 PES)를 사용하 다. 또한 종교성과 개념점수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 다. 라쉬모델 

분석은 ConQuest 4.5.0과 WINSTEPS 3.92.1(차별적 문항 반응 분석)
을 사용하 으며, 기타 통계 분석은 SPSS 22버전을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검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과학사에 근거하여 4가지 대안설명과 과학적 설명을 포함한 5가지 

보기로 구성된 진화 개념 검사도구를 순위선다형의 방법으로 부분점

수모형을 사용한 라쉬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타당한 적합도와 신뢰도

를 확인하 다. 먼저 Item separation reliability는 0.947로서 연구 대

상이 검사도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하 다. 
EAP/PV Reliability는 0.913으로 검사도구의 문항이 참여자들의 진화 

개념의 수준을 구분하는데 적합하는 도구임을 확인하 다. 내적 일관

성 신뢰도(Cronbach alpha)는 한국 생물전공이 0.923, 한국 비전공이 

0.926, 미국 생물전공이 0.915, 미국 비전공이 0.922로 0.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의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Evolution Concepts based on the History of Evolutionary Ideas

663

Table 1은 12개 문항의 Estimate(문항의 난이도)와 MNSQ를 보여

주고 있다. MNSQ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향성으로 학생들의 능력치

를 예측하고,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수치이다. Wright & Linacre(1994)는 부분점수모형에서 적

합한 MNSQ가 0.6–1.4이라 하 다(Boone et al., 2014). Table 1에 

나타나는 값을 확인하면 이 범위에 모든 값들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들이 한국과 미국의 자료, 생물전공과 생물비전공의 자료의 사이

에서 일관성이 있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일반화 타당도로 집단간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타당도이다(Messick, 1995). 라쉬 모델 분석을 수행하면 

DIF 차이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절대값이 0.64이상일 경우 해당 

문항은 집단별로 차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Table 1을 보면 절대값이 최대가 전공의 경우 0.36, 국가간

은 0.46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

와 분석방법이 한국과 미국, 생물 전공과 비전공 모두에게 적용될 

　Item Estimate
Rasch item fit indices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contrast)

Unweighted
MNSQ

Weighted
MNSQ Major Country

Item 1 0.178 1.19 1.18 0.00 -0.29
Item 2 0.054 1.24 1.31 0.36 0.41
Item 3 0.008 0.93 0.98 0.00 0.16
Item 4 0.161 0.90 0.99 0.10 0.00
Item 5 -0.313 1.12 1.06 -0.24 -0.46
Item 6 -0.029 0.84 0.92 -0.13 0.00
Item 7 0.024 0.96 0.97 0.04 0.18
Item 8 -0.217 1.17 1.24 0.06 -0.19
Item 9 -0.283 1.06 1.08 0.00 0.30
Item 10 0.145 1.14 1.07 -0.11 -0.12
Item 11 0.102 0.94 0.99 0.00 0.00
Item 12 0.168 0.86 0.92 -0.09 -0.07

Table 1. Rasch item fit index and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result. 

Figure 1. Wright map of Ras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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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타당도 등의 수치를 일반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Ha(2007)이 개발하고 Ha(2016)에 제안한 방법으

로 분석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료들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공과 국가에 따른 네 집단의 진화 개념 수준 비교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생물전공과 생물비전공의 기준으로 구분된 

네 가지 집단(한국 생물전공, 한국 비전공, 미국 생물전공, 미국 비전

공)의 진화 개념의 수준을 비교하 다. 순위선다형의 방법을 활용하

고 부분점수모형의 라쉬모델 분석의 결과 Figure 1과 같은 Wright 
map을 확인하 다. Figure 1에 제시된 Wright map을 설명하면, 창조

적 설명에서 목적론적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logit)이 –1.85, 
목적론적 설명에서 내부의도적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 –0.07, 
내부의도적 설명에서 용불용설적 설명으로 이어지는 수준이 0.15, 용
불용설적 설명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과학적 설명으로 이어지

는 수준이 1.75이었다. 목적론에서 내부 의도적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용불용설에서 과학적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인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사고 발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logit값의 구간에서 각 집단별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는 구간

을 확인하면 한국 생물전공의 경우 –0.5∼0.0에 9.22%, 0∼0.5에 

31.21%, 0.5∼1.0에 21.28%, 1.0∼1.5에 7.09%의 학생들이 분포해 

있었다. 한국 비전공의 경우 –1.0∼-0.5에 6.20%, -0.5∼0.0에 17.05%, 
0.0∼0.5에 30.23%, 0.5∼1.0에 17.83%, 1.0∼1.5에 5.43%의 학생들

이 분포해 있었다. 한국의 생물전공에 비하여 생물 비전공 학생들은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더 낮은 개념 수준에 많은 학생들

이 분포해 있었다. 미국 생물전공의 경우 –0.5∼0에 18.84%, 0.0∼0.5
에 34.30%, 0.5∼1.0에 14.01%의 학생이, 미국 비전공의 경우 –1.0∼
-0.5에 9.25%, -0.5∼0.0에 24.02%이, 0.0∼0.5에 28.54%이, 0.5∼1.0
에 8.07%의 학생이 분포해 있었다. 미국의 학생 내에서는 전공이 비

전공에 비하여 더 좁은 범위에 학생들이 분포해 있었으며,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더 낮은 개념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는 학생들의 수준(Rasch measure)의 값의 차이를 국가와 

전공으로 구분된 4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X축은 국가로 명명척도이나 그래프

를 막대가 아닌 선으로 제시된 것은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를 선형의 

그래프로 그릴 경우 F검정의 결과값들을 시각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의 오른쪽에는 5가지 개념별 threshold
값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이 threshold값을 근거로 학생들의 개념 

수준이 대략적으로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목적

론적 설명에서 내부 의도적 설명이 –0.07, 내부 의도적 설명에서 용불용

설적 설명이 0.15, 용불용설적 설명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적 설명이 

1.75이다. 학생들의 진화 개념의 수준의 평균 점수는 우리나라 생물전

공이 0.699(SD=1.89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한국의 비전공이

다(M=0.296, SD=1.835). 한국의 학생들의 개념 수준은 ‘용불용설’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생물 전공 학생의 평균점수

는 –0.202(SD=1.846), 비전공은 –0.700(SD=1.821)으로 ‘목적론’의 단

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원분산분석의 결과 전공에 관한 

변인의 F검정 값은 유의미하 고(F[1,981]=11.094, p=0.001, PES= 

0.011), 국가 변인 역시 전공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F[1,981]=49.142, p=0.000, PES=0.048). 두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하

면 국가가 전공에 비하여 4개 이상 되는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두 선이 평행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두 변인간의 교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981]=0.124, p=0.725, PES=0.000). 

Figure 2. The result of two-way ANOVA using Rasch 
person measure

Figure 3는 학생들의 수준(Rasch person measure)와 5가지 개념별 

threshold값의 평균을 근거로 각 학생별 개념 수준을 정한 뒤 그 비율

을 나타난 것이다. threshold값의 평균은 창조론적 설명에서 목적론적 

설명으로 이어지는 기준이 –1.85, 목적론적 설명에서 내부 의도적 설

명이 –0.07, 내부 의도적 설명에서 용불용설적 설명이 0.15, 용불용설

적 설명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적 설명이 1.75이다. 창조론적 설명

의 경우 한국 생물전공이 6.38%, 한국 비전공이 9.30%, 미국 생물전

공이 14.49%, 미국 비전공이 20.47%으로 미국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목적론적 설명의 경우 한국 생물전공이 13.48%, 한국 비전공이 

20.16%, 미국 생물전공이 23.67%, 미국 비전공이 33.86%으로 미국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내부 의도적 설명의 경우 한국 생물전공이 

5.67%, 한국 비전공이 13.95%, 미국 생물전공이 10.63%, 미국 비전공

이 10.63%으로 한국 생물전공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용불용

설적 설명의 경우 한국 생물전공이 55.32%, 한국 비전공이 42.64%, 
미국 생물전공이 43.96%, 미국 비전공이 31.50%으로 한국의 생물전

공이 월등히 높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개념의 경우 한국 생물전공 

19.15%, 한국 비전공이 13.95%, 미국 생물전공이 7.25%, 미국 비전공

이 3.54%으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와 전공으로 구분된 집단간 비율의 차이를 카이 제곱 검정을 통

해 확인한 결과 유의미 하 다(Pearson Chi-Square=104.32, df=12.00, 
p=0.000). 일련의 결과들을 통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의 진화론적 사고

가 미국의 대학생보다 더 현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두 가지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종교성에 관한 

것이다. 종교성이 강할수록 목적론적 추론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Banerjee & Bloom, 2014; Heywood 
& Bering, 2014; Kelemen & DiYanni, 2005). 종교성 점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에 비하여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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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목적론적 사고에서 벗

어나 인과적인 사고인 내부의도나 용불용설로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통한 인과관계를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Choi et al., 2003). 한국과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과관

계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 Choi et al.(2003)의 연구에서의 결과는 한국 

성인들이 미국의 성인들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통하여 복잡한 인

과관계 추론에 강하다고 하 다. 과학사적 발달과정을 보았을 때 목

적론에서 내부 의도, 용불용설,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적 사고로 이어

지면서 과학적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고 진화적 사고가 복잡해져 왔

다. Choi et al.(2003)의 연구 결과를 통해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잡한 사고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Figure 3. The percentage of students in each conceptual steps

3. 인간, 동물, 식물에 따른 진화 개념 수준

진화 소재가 인간, 동물, 식물에 따라 진화 개념의 수준이 전공과 

국가 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개 소재 별로 4문항씩 

각각 분석하 다. 단일 차원의 분석은 12개의 많은 문항수이나 문항

수가 줄게 되면 평가 도구의 기능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4문항씩 

분석하는 것에도 문항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NSQ를 확인하 다. 먼저 Infit의 경우 인간 문항이 각각 1.03, 1.21, 
0.89, 0.79, 동물 문항의 경우 각각 1.02, 0.84, 0.92, 1.24, 식물 문항의 

경우 1.09, 0.97, 0.98, 0.93로 적합한 수준인 0.7∼1.3수준에 들어왔다. 
Outfit의 경우 인간 문항이 각각 1.24, 1.20, 0.87, 0.83, 동물 문항이 

각각 1.09, 0.81, 0.90, 1.15, 식물 문항이 각각 1.03, 1.03, 1.00, 0.91으
로 적합한 수치 다. Person reliability와 item reliability도 인간 문항

이 각각 0.77, 0.97, 동물 문항이 0.81, 0.90, 식물 문항이 0.81, 0.97로 

정상적인 평가 문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과 국가별로 각 역별 점수를 비교한 것은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공에서는 인간 문항

(F[1,981]=5.717, p=0.017, PES=0.006), 동물 문항(F[1,981]=14.681, 
p=0.000, PES=0.015), 식물 문항(F[1,981]=12.113, p=0.001, PES=0.012) 
모두 유의미하 다. 국가 변인에서는 인간 문항(F[1,981]=43.691, p= 
0.000, PES=0.043), 동물 문항(F[1,981]=60.652, p=0.000, PES=0.058), 
식물 문항(F[1,981]=38.854, p=0.000, PES=0.038) 모두 유의미하 다. 전
공과 국가의 교호작용효과는 인간 문항(F[1,981]=0.194, p=0.660, 

PES=0.000), 동물 문항(F[1,981]=0.113, p=0.737, PES=0.000), 식물 문항

(F[1,981]=0.994, p=0.319, PES=0.001)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값의 유

의도, 전공과 국가 변인간의 효과 크기, 유의미하지 않은 교호작용효과 

등 인간, 동물, 식물 문항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국과 미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화 개념의 수준이 소재에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 소재에 따라 개념발달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앞선 연구에서 

확인되었다(Ha, 2016). 이 연구에서도 인간, 동물, 식물에 따라 Rasch 
person measure값이 다른 것을 통하여 소재에 따라 발달의 정도가 다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인간, 동물, 식물에 따른 진화 개념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전공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 결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Figure 4. The result of two-way ANOVA using Rasch 
person measure of human, animal, and plant items 

이원분산분석과 함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이 연구문제를 확인

하 다. 인간, 동물, 식물 문항의 점수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를 확인하 다. 인간과 동물 문항 점수, 인간과 식물 문항 점수, 동물과 

식물 문항 점수의 상관관계가 모두 높게 나왔다. 인간과 동물 문항 

점수의 상관관계 계수, 인간과 식물 문항 점수의 상관관계 계수, 동물

과 식물 문항 점수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한국 생물전공이 0.843 
(p<0.001), 0.871 (p<0.001), 0.880 (p<0.001)이었다. 한국 비전공 학생

들의 경우 0.866 (p<0.001), 0.846 (p<0.001), 0.888 (p<0.001)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생물 전공 학생들은 각각 0.817 (p<0.001), 0.799 
(p<0.001), 0.917 (p<0.001)으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비전공 학생들의 경우 0.867 (p<0.001), 0.852 (p<0.001), 0.870 
(p<0.001)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세 소재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념 발달 단계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높은 상관관계가 한국과 미국, 생물 전공과 비전공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게 높게 나옴으로서 앞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간, 
동물, 식물에 따른 진화 개념에 대한 발달 수준이 문화(국가)나 교육수

준(전공유무)에 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Ha & Nehm(2014)는 진화의 소재에 따른 과학

적 설명과 비과학적 설명의 빈도의 차이와 문화(한국과 미국), 교육 수준

(학년)과의 교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구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 교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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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따라 나타나는 진화 개념의 수준이 문화와 교육의 수준과 무관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에 따라 진화 개념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학년이 변화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더라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Ha & Nehm(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

다. 전공과 국가에 따라 진화 개념의 발달 정도는 다르나 해당 차이는 

소재와 관련 없이 일관성이 있게 나타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들은 진화 

개념의 수준이 설명의 소재와 관련이 있다는 Nehm& Ha(2011), Opfer 
et al.(2012), Heredia et al.(2016)의 연구들을 결과를 더욱더 일반화 

하는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4. 진화 개념에 따른 종교성 점수 비교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와 종교성과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 문제를 추가로 설정하 다.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제가 다소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종교성에 관한 비교연구를 추가한 것은 진화 개념의 발달과 종교

적 생각은 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

들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Colburn & Henriques, 2006; Dagher & 
BouJaoude, 1997; Downie & Barron, 2000; Fysh & Lucas, 1998).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진화 개념이 발달과 종교성에 관한 논의에서 

좀 더 확장된 연구 가설을 제시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화론의 

수용과 종교성의 상관관계의 확인이 주된 연구 문제 다면 이 연구에

서는 진화 개념이 현대적 관점으로 발달할수록 종교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의 확인이 주된 연구문제이다. 진화적 설명은 인과성이 결여된 

목적론, 의도라는 추상적 원인을 제시한 내부 의도적 설명, 과학적 

오개념인 용불용설을 거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현대적인 진화론으

로 설명이 발전해 왔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사고 단계가 발전하면서 

종교성은 감소했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이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의 개념 수준별 단계에 따른 종교성의 점수를 비교분석하

다. 학생들의 진화 개념 발달에 관한 threshold값의 평균을 근거로 

각 학생들의 진화 개념 수준을 창조론적 설명, 목적론적 설명, 내부 

의도적 설명, 용불용설적 설명,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적 설명으로 구분

하고, 각 집단마다의 종교성의 점수를 비교하 다. 이 결과는 Figure 
5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5에서 전체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창조론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종교성은 4.61, 목적론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종교성은 2.10, 내부 의도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종교성은 1.10, 용불용설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종교

성은 0.37, 자연선택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종교성은 –0.45으로 

단계적으로 종교성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에 

관한 F검정 결과는 유의미하며(F[4,980]=96.22, p=0.000, PES=0.282), 
사후검정 결과 모든 단계의 점수의 차이는 의도와 용불용설 사이의 

p값이 0.069을 제외하고 전부 0.01수준에서 유의미하 다. 
국가와 전공별로 구분된 집단별로 확인하면 집단간 경향성은 약간 

다르다. 한국 생물전공의 경우에는 창조론과 목적론적 설명의 단계 

학생들의 경우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외에 진화적 설명(의
도, 용불용설, 현대 진화론)의 경우는 종교성이 유의미하게 낮다

(F[4,136]=12.53, p=0.000, PES=0.269). 한국 비전공의 경우에는 창조

론적 설명 단계의 학생과 그 외의 학생들의 종교성의 점수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124]=14.48, p=0.000, PES=0.318). 미국 생

물전공의 경우에는 창조론에서 내부 의도적 설명의 학생까지와 용불

용설과 현대 진화론적 설명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202]=16.33, p=0.000, PES=0.244). 미국 비전공의 경우 

한국의 전공 학생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창조론과 목적론적 설명의 

단계 학생들의 경우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외에 진화적 설

명(의도, 용불용설, 현대 진화론)의 경우는 종교성이 유의미하게 낮았

다(F[4,503]=46.93, p=0.000, PES=0.272).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나 

창조론적 설명 단계에서 현대 진화론으로 점차 과학적 설명의 단계로 

이어질수록 종교성이 낮아지는 양상은 모든 집단에서 고루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상관관계 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화 

개념의 평가 점수와 종교성과의 의 Pearson 상관관계는 한국 생물전

공이 r=-0.465(p<0.001), 한국 비전공이 r=-0.426(p<0.001), 미국 생물

전공은 r=-0.469(p<0.001), 미국 비전공이 r=-0.494(p<0.001)으로 모

든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앞서 제시한 연구 가설은 타당해 보인

다. 과학적 사고의 수준이 발달할수록 더 과학적이며, 덜 종교적이

라는 것이다. 용불용설과 돌연변이 및 자연선택 모두 생물이 변해 

왔다는 진화론적 설명이지만, 용불용설 수준의 개념을 가진 학생에 

비하여 현대 진화론에 대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더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덜 종교적이었다. 이 연구

는 종교성과 진화론의 수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면서, 종교

성과 진화 개념의 발달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화론의 수용과 종교성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많은 연

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Heddy & Nadelson, 2013; Lombrozo et al., 
2008; Nehm et al., 2009; Trani, 2004). 이 연구의 결과는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믿음 간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

들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Hergovich et al.(2005)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Sherkat(2011)은 종교와 과학적 소양 사이에 부

적인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 고, Zuckerman et al.(2013)은 종교성

과 지적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메타 분석을 통해 확인

하 다. 진화적 설명은 상당히 많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구성되어

야 하며, 초자연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구성할 수 있다. 보다 현대적

인 진화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과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현대적인 진화 개념을 가진 학생이 덜 종교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Figure 5. The differences of religiosity between students in 
different conceptu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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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를 생물

전공과 비생물전공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여 네 가지 연구 문제를 해결

하고자 진행되었다. 네 가지 연구 문제는 진화적 사고의 과학사적 발달 

과정(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자연선택)을 토대로 순위선다방식으

로 분석하는 방법의 일반화 가능성, 전공과 국가에 따른 네 집단(한국 

생물전공, 한국 생물비전공, 미국 생물전공, 미국 생물비전공)의 진화 

개념 수준 차이, 소재별 진화 개념의 발달 수준의 차이, 진화 개념의 

발달과정과 종교성과의 관련성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

국의 대학생들에게 Ha(2007)가 개발한 진화 개념에 관한 검사도구 

12문항과 종교성에 관한 검사도구 3문항의 자료의 응답을 받아 분석

하 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화적 사고의 과학사적 발달 과정(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

설, 자연선택)을 토대로 순위선다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한국과 

미국, 전공과 비전공 학생에게도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내적일관성신뢰도, 라쉬 모델 분석 등 문항 적합도에 관

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전공과 국가 간의 차별적 문항 

기능 분석에 관한 결과를 통하여 진화 개념이 발달 단계에 관한 평가 

방법이 전공(교육수준)과 국가(번역 유무)에 따라 차별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함을 확인하 다. 
두 번째,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은 용불용설 수준, 미국의 대학생들은 목적론적 설명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보다 발달된 형태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다. 전공별로는 생물 전공이 비생물전공보다 발달된 수준

의 진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모두 과학적 개념 수준에 있지 않았다. 용불용설이 

목적론에 비하여 발달된 형태의 진화적 설명이긴 하나 역시 대표적인 

진화 오개념이다. 이 결과는 Ha(2016)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진화 

개념 발달 단계별 맞춤형 수업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용불용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과 목적론이 논리적으

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르며, 따라서 용불용설과 목적론적 사

고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화 개념 교육 역시 달라야 한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용불용설에 대한 과학적 오류에 대한 개념 교육

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목적론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에 대한 논리 교육이 진화 개념이 효율적인 발달을 위해

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공과 국가에 따른 진화 개념의 발달 수준은 진화 설명 

소재와 교호작용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교호작용효과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문화권이나 생물 

교육에서 특별한 진화 소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 개념의 발달 수준이 소재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고, 전공과 국가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나 그런 경향성이 

소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와 종교성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더욱더 과학적인 진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덜 종교적이었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화론의 수용과 종교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

으로 조사하 다면 이 연구는 진화 개념이 발달단계와 종교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 의미가 있다. 창조론을 제외한 목적론, 내부 

의도, 용불용설, 현대 진화론 모두 비종교적인 성격의 설명이지만 과

학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대의 진화 설명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진화적 설명을 수용하고 있으면 더 과학

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덜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진화 수용과 종교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확장하고, 과학적 사고와 종교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에 

대한 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목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

다고 하 지만 제한된 범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국가 수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비전공

학생과 달리 미국의 비전공학생들은 일반생물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

으며, 그들의 수강하고 있는 일반생물학 강좌 역시 한국과도 다를 것이

다. 이 연구 결과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은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의 수준, 상황 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소규모의 연구에서 참여자의 상황을 통제하거나, 많은 양의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산이나 연구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주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PISA나 TIMSS와 같은 대단위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소규모의 국제비

교 연구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Ha & Nehm(2014)의 연구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개념 발달이 교육이나 문화권의 향인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수준의 한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해

하기 위해서 다문화 비교 연구는 더 많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가 전공과 국가에 따라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의 자료를 생물 전공과 비생물 전공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하 다. Ha(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Ha(2016)
의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순위선다형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진

화적 사고의 과학사적 발달 과정(창조, 목적, 의도, 용불용설, 자연선

택)을 토대로 순위선다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한국과 미국, 전공

과 비전공 학생에게도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었

다.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용불

용설 수준, 미국의 대학생들은 목적론적 설명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과 국가에 따른 진화 개념의 발달 수준은 진화 설명 

소재와 교호작용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교호작용효과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화 개념의 발달 단계와 종교성은 유의

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진화 개념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주제어 : 자연선택, 진화 개념, 과학사, 한미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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