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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  과학기술시 의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과 의미는 중요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술의 활용 및 발전에 해서는 큰 관심

을 갖고 그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작 기술 자체의 의미와 개념에 

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tool)’로 생각하고 기술의 개념이나 본성에 한 철학적 탐구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개념에 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나 사상, 또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가치에 해서도 중립적인 것이라는 ‘상식’을 갖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Kim, 1998). 또한 기술에 하여 어떤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에서 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과학이 기술에 필수적이며, 기술이 과학에 공헌하

는 것은 단순히 도구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관점은 기술의 본성에 

한 철학적 반성 없이 단순히 실천적인 기술 발전에만 집중하는 우

려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도구를 맡기는 

것처럼, 현 과학기술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통제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결국 기술의 발전에도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Kim, 1998). 이와 같은 우려를 극복하고 정보사회에서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본성에 한 이해와 

기술의 개념에 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세  사회인의 양성 및 미래 인재의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계에서

는 변화하는 시 적 요구와 사회적 환경에 처하고 국제 사회를 선

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 목표 및 교육과

정의 제안이 절실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방향을 바탕으로 차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교육목

표 아래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과학 교과에

서는 구체적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문제에 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문이과 통합형 통합과

학 교과의 신설로 학생들이 계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사회를 살아가

면서 함양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과학적 소양의 함양은 일찍이 과학교육에서의 궁극

적 목표로 제시되었으며(AAAS, 1990; ITEA, 1996, 2004, 2007; 
NRC, 1996, 2002, 2006),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과학의 본성

(NOS)에 한 이해를 강조하였다((AAAS, 1990, 1993; Chiappetta 
& Fillman, 2007; Meichtry, 1992, Millar & Osborne, 1998; NSTA, 
1982; Lee, 2013; Smith & Scharmann, 1999). 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정의를 포함하여 과학지식의 생성과정 및 과학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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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과학의 인식론으로 과학의 발

달에 따라 변화하는 과학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동적이며

(Celik & Bayrakceken, 2006), 시 와 문화, 철학의 관점, 그리고 과학

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Seo, Lee, & Jho, 
2017). 이런 측면에서 21세기 과학교육에서는 시 의 변화와 교육에 

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과학의 본성 개념에 한 확  및 

진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  과학기술 사회에서 강조되는 기술 개념

에 한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의 본성’(Nature of Technology: 
NOT)에 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NOT에 

한 이해는 현  과학기술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학기술적 소양의 

한 요소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AAAS, 
1990; Marton & Booth, 1997; Seo et al., 2017). 

이와 같이 기술적 소양 및 NOT에 한 이해는 현  과학기술 사회

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사실 그 개념 및 정의는 복잡하고 추상적이

며 또한 매우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ITEA, 2003; Moore, 2011).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지난 20여 년 이상 NOT에 한 다양한 문헌연

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NOT에 한 합의된 의견의 일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DiGironimo, 2011; Durbin, 2006; Liou, 
2015; McGinn, 1991; Pitt, 2000; Waight, 2014). 그 이유는 과학의 

본성(NOS)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과학의 인식론적인 영역으로 그 개

념의 일치가 쉽지 않은 것처럼 NOT 역시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인간 활동 영역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역동적이고 복잡한 개념

이기 때문이다(Liou, 2015). 그러나 기술적 소양의 핵심 요소이며 한

편으로 과학교육에서 과학 영역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조금씩 진행되

어져 온 NOT 개념은 아직 많은 학자들의 합의된 견해를 이룬 상황까

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헌연구 및 학생들의 인식 연구에 근거하

여 최근 비교적 잘 정리된 NOT에 한 영역 및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DiGironimo, 2011; Lee, 2015; Liou, 2015; Waight & 
Abd-El-Khalick, 2012; Waight, 2014). 

과학교육에서의 NOT는 NOS 개념의 확  및 진화의 차원에서 주

로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활동 과정으로써 정의되었다(NRC, 2012). 
Waight & Abd-El-Khalick (2012)은 NOT를 교육에서의 교수 학습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실행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NOT의 

영역을 ‘문화와 가치의 역할’, ‘기술적 진보’, ‘시스템으로써의 기술’, 
‘기술적 보급’, ‘고정화된 기술’, 그리고 ‘전문지식’으로 기술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공물로서의 기술과 과정으로서의 기술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한편 DiGironimo (2011)은 학생들의 기술의 본성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5가지의 NOT 영역: 1. 인공물로써 

기술, 2. 창조적 과정으로써의 기술, 3. 인간 실행으로써의 기술, 4. 
기술의 역사, 그리고 5. 사회의 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Waight 
(2014)는 NOT에 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3개의 

주요 NOT 영역: 1. 생활을 편리 및 향상을 위한 기술의 작용, 2. 작업

수행을 위한 인공물로써의 기술, 그리고 3. 문명화의 선도로써의 기술

을 제시하였다. 최근 Liou (2015)은 NOT 설문 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의 NOT 영역을 제안하였다: 
1. 인공물로써의 기술, 2. 혁신적 변화로써의 기술, 3. 사회의 기술의 

역할, 4. 양면성의 기술, 5. 과학기반의 기술, 그리고 6. 기술의 역사.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기술의 개념 및 본성은 먼저 기술교육 차원에서 

기술적 소양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과학적 소양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으로서 과학기술관련 사회 쟁점(SSI)에 한 

인식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로써 NOT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 Lee, 2015, 2016, 2017). Lee & Lee(2015)는 학생들의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SSI)인식이 순수한 과학의 맥락 이상의 기술 및 공학

적 요소가 포함된 주제이기 때문에 NOS에 한 이해뿐 아니라 NOT
에 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NOT 영역을 1. 인공물, 2. 지식, 
3. 실행, 그리고 4. 시스템의 4개로 제안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이 과학교육에서 과학기술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학의 본성

(NOS)의 확장 및 진화적 개념으로서의 NOT에 한 문헌연구 및 개

념 정리가 주로 과학기술사적 자료 중심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제시되

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의 중 및 학생들의 NOT에 한 인식 조사를 

통한 개념의 타당성 검증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위한 NOT에 

한 개념의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

자가 NOT에 한 개념적 틀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의 중점은 NOT 개념 자체에 한 탐구보다는 

주로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SSI)에 한 인식 분석을 위한 도구로써 

NOT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제시된 과학교육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NOT 개념에 한 분석을 통하여 통합적인 NOT 개념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OT 개념 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공학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을 탐구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NOT 개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NOT 개념 틀에 한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목표인 과학기술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필

요한 NOT에 한 이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NOT 
개념 정리를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인식 반영을 통하

여 포괄적이며 시 와 현장 반영적인 NOT 개념 정리를 시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제안된 NOT 개념 틀은 과학기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과학기술적 소양을 위해 이해하여야 할 NOT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연구자들뿐 아니라 교육자 및 학생들이 어떤 NOT 개념을 

이해하여야 할지에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NOT 개념 틀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의 NOT에 한 인식을 탐구하는 개념적 기준으

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Ⅱ. NOT 개념 틀 제안

1. 기술의 개념 및 기술적 소양

기술(technology)이란 용어는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겠지만 그 어원

은 “문법의 체계적 처치(systematic treatment of grammar)”의 의미를 

갖는 ‘technologia’와 예술(arts)과 공예(craft)의 의미를 갖는 ‘techne’
에서 유래되었다(Snyder, 2004, p. 19). 보편적인 사전적 의미의 기술

의 개념은 인간의 꾀나 재주, 과학적 지식의 응용, 수단이나 방법, 
기술적 능력, 기술적 과정, 인간적 행위, 객관적 법칙성의 적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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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체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Choi, 2005). 한편 옥스퍼드 영어

사전(The Compact Educa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1)
에서는 기술을 실천적 또는 산업공예의 과학적 연구로, 랜덤하우스 

사전(The Random House Dictionary for the English Language)에서

는 산업공예(industrial arts), 응용과학, 공학(engineering)등을 다루는 

지식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웹스터 국제사전(Webster’s Third New 
Dictionary, 1990)에서는 실제적 목적에 지식을 적용하는 과학, 특정

한 분야의 실제적 목적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적용, 어떤 목적을 달성

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적 의미의 기술

은 주로 ‘과학의 적용’또는 ‘응용과학’으로 보거나,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경우와 ‘기술관련 용어’로 보는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Choi, 
2005) 그러나 기술의 학문적 의미는 좀 더 다양하게 인식되면서 단순

히 ‘과학의 응용’이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인간활동의 조직, 경영의 

측면으로 기술적 ‘제품’으로의 기술을 인식하거나 이런 제품을 생산, 
활용, 평가하는 ‘과정’의 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과정’으로서의 

기술의 인식은 광범위하고 학문적인 정의 측면(Wright, Israel, & 
Lauda, 1993)으로 기술(technology)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든 환경

을 통제하고 개선하는 인간 잠재력을 확 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 
시스템을 활용하고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자원을 응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지식과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ITEA, 2007). 이와 같은 기술

의 학문적 개념은 기술이 인간의 잠재력을 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환경을 통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며, 기술의 방법은 제

품, 구조물, 시스템을 활용하고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자원을 응용하

는 것으로 ‘인간의 총체적 지식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Choi, 
2017). 

기술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이란 단어의 의미는 그 기원이 비교

적 최근이라고 말하고 있다(Misa, 2009; Oldenziel, 2006; Schatzberg, 
2006).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의 의미는 혼동의 영역이였으며(Schatzberg, 
2006), 일반적으로 19세기 이후 ‘학문의 영역’에서 ‘인공물과 사회적 

진화의 과정’으로 의미가 변화했다(DiGironimo, 2011). 문헌에 따르

면 현  철학의 관점에서 기술은 인공물을 포함하며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인공물의 기능을 의미하였다(Freenberg, 1999; 
Franssen et al., 2009; McGinn, 1991). 또한 기술의 정의는 창조와 

디자인의 과정으로 그 과정은 공학자들이 실행의 부분으로 연계되었

다고 하였다(McGinn, 1991). 또한 기술철학자들은 기술이 가치, 윤리, 
규칙, 정책을 포함하는 문화적 실행으로 기술윤리학은 철학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똑같이 확 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다(Durbin, 
2006; Franssen et al., 2009). 일부 기술철학자들은 기술의 역사에 

하여 광범위하게 서술하며 기술을 사회적 사업으로 과학이나 종교

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DiGironimo, 2011). 또한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한 부분은 기술

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기술을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과학과 공학의 산물로서 단순히 제품이나 생산

물로서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기술을 응용과학으로 보는 과학의 종속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기술철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은 

균형을 갖추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병렬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Snyder, 2004). 이것은 기술이 기술적 제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품을 만들고 조작하는 데 활용되는 공학적 설계와 같은 지

식과 공학적 방법 등의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기술은 제품을 

만들고 조작하는 데 필요한 인간, 조직, 과정, 장치의 전체적 시스템

(Mitcham, 1994)을 포함한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은 매우 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 응용과학이다’라는 명제는 부정하면서

(Layton, 1974) 기술지식은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용성, 효용, 디자

인을 강조하고 과학지식에서는 역으로 추상적 이론, 지식을 위한 지

식, 본질에 한 이해를 강조하기에 과학과 기술은 정반 의 가치 

쳬계를 가진 지식으로 ‘거울에 비친 쌍둥이’이라고 말하였다(Layton, 
1974). 이와 같이 기술의 개념은 특정한 능력이나 방법과 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응용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인

간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총체적인 지식이나 활동이라

는 보다 가치지향적인 기술철학의 관점에까지 다양하고 넒은 스펙트

럼의 개념적 정의를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기술적 소양에 한 개념은 지금까지 주로 기술 교육의 영역

에서 과학기술 시 에 필요한 응용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강

조하면서, 그 개념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arton & 
Booth (1997)은 기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기술사용의 빠

른 발달을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Pearson & Young(2002)
는 기술적 소양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 세계에 

지적이며 의식 있는 참여를 위한 기술의 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Collier-Reed (2008)는 기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NOT을 이해하고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였

다. 이처럼 기술적 소양은 과학기술 사회에서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Frank, 2005; Rose, 2007; Young, Cole, & 
Denton, 2002), 기술과 사회, 그리고 환경의 관계를 잘 처하는 능력

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ITEA, 1996). 따라서 기술적 소양은 

기술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되었으며, 기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

한 NOT에 한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NOT 영역

포괄적인 NOT 개념 틀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의 과학과 기술 

교육자들의 선행 연구 및 과학교육 관련 국가 수준의 문헌들에서 제

시된 NOT 개념에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상 문헌들은 주로 국

내외의 신뢰성 있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수집하고자 KERIS(Korean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및 한국학술정보시스템의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등을 통하여 기술적 소양(Technological Literacy) 또는 기술

의 본성(Nature of Technology; NOT)의 검색어를 통하여 조사하였

다. 수집된 문헌들은 주로 최근 20여 년간 출판된 연구들로 과학교육

과 기술교육 관련 문헌들로 기술의 정의 및 NOT 개념 연구뿐 아니

라, 교수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및 학교 과학교육의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한 연구 등으로 다양하였다. 다음 <Table 1>은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된 NOT 관련 선행연구들의 목록 및 주요 내용에 한 정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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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T 영역 NOT 내용

Science for All 
Americans

(AAAS, 1990)

기술과 과학

(Technology and Science)
 과학에 의존하고 공헌하는 기술

 과학적 탐구와 실질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공학

디자인과 시스템

(Design and System)

 제한적 상황에서의 디자인으로서의 공학의 본질

 모든 기술은 통제를 포함

 기술의 양면성

 모든 기술적 시스템의 실패 가능성

기술의 이슈들

(Issues in Technology)

 인간이 존재하는 기술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은 상호 강하게 작용

 사회적 시스템은 기술의 개발에 제한을 부여

 기술의 사용에 한 결정 복잡성

Kim, U. S. 
(1998)

기술적 지식의 독립성

 응용과학으로서의 기술 개념의 부정: 기술적 지식은 여러 분야에서 온 지식의 성분으로 과학의 

지식을 도입하지만 스스로의 지식 영역을 가진다.
 기술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과 양립하지만, 과학이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기술은 사고의 체계이며 과학과는 다른 독립적인 체계이다.
 기술적 지식은 암묵적이다.

기술의 발달

 기술혁명은 기술이 계속 확장 발전될 때 예상되는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며, 기술공동체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과 기업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과 기술은 상호 작용 모델로 설명 가능하며 기술공동체 문화는 과학 공동체 문화와 서로 

독립적이며, 독자적 영역으로 관련 맺어왔다.
 기술적 사고는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기술 속에서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그룹에 

따라 기술을 해석 및 경쟁하여 안정화와 발전한다.

기술과 사회: 기술결정론

 기술은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역사와 사회 변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기술에 한 인간의 적극적인 반성이 없다면 기술이 사회와 역사의 현상을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기술적 기획에 효율성, 합리성, 생산성의 규범에 의존하여 기술에 한 사회적 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구조가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기술은 과학을 앞서가며, 기술 사회에서 안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절 적 효율성을 갖는 방법들

의 총체이다.

기술과 사회: 
사회적 구성론

 기술은 사회적 그룹들에 의하여 해석되고 구성된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과정을 통하여 정체성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

들은 그 해석된 기술을 사용한다. 
 기술은 특정한 해석에 의하여 유지 및 발전하다가, 사회적 그룹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치된다.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기술의 힘을 인식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Choi, U. K & 
Rue, C. Y 

(2007)

기술적 지식

 기술의 이해: 기술 개념의 이해, 기술의 특성과 중요성 이해, 기술의 원리와 방법 이해, 기술의 

과정 이해, 기술의 영역과 구조 이해, 기술의 내용 이해, 기술과 인간의 이해, 기술과 환경의 

이해, 기술적 윤리의 이해, 기술적 지식의 이해, 기술의 영향 이해, 기술의 사회경제적 맥락 이해, 
기술의 발전과 변화 이해, 기술적 사건의 이해, 기술적 시스템의 이해, 직업과 진로의 이해, 발명과 

혁신의 이해 등

 기술의 선택과 평가: 기술적 산출물과 서비스의 선택과 평가, 사람⋅환경⋅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평가, 기술적 안의 선택, 기술적 정보와 방법의 수집과 선택, 직업과 진로의 선택과 

평가,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 선택,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 평가 등

기술적 활동
 기술적 지식의 적용과 응용, 기술적 조작 능력, 기술적 문제 해결력, 설계 능력, 간단한 물건의 제작, 

기술적 절차를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발명 활동, 기술적 산출물의 사용, 실천성, 혁신 등

기술적 태도

 기술적 지식과 기술적 활동에 한 흥미와 적극성, 기술을 가진 익숙함, 기술을 사용할 의향, 
긍정적 태도, 안전한 작업 습관, 적성, 기술에 한 적절한 태도와 가치, 기술적 지식과 태도⋅능력

을 가진 편안함, 가치화됨, 인격화됨, 협동심, 인관계 능력, 성숙화, 직업 존중 정신, 자기주도의 

정신, 리더쉽과 순종, 진로 성숙, 끈기와 집착력, 자신감, 기술적 윤리, 기술사회에서 개인의 역할과 

의무의 이해, 개인의 한계 이해 등

Nicole 
DiGironimo 

(2011)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efacts)
 기술적 혁신의 결과물과 교육적 도구로써의 기술(컴퓨터, 핸드폰, 계산기, 비디오 게임기, iPods 등)
 인터넷, 기계, 차, 그리고 공장 등과 같이 기술로 흔치않게 인식된 물건들이나 과정

창조 과정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Creation Process)

 기술자들(공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이 기술적 디자인을 할 때 하는 활동

 기술자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으로 정신적인(기술적 지식, 과학적 

지식, 수학적 기능 등) 것들

 기술의 방법, 과정, 그리고 과정의 체계 등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Human Practice)

 기술의 성, 인종,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한 영향

 기술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의한 영향

 기술의 가치 의존적 경향 및 사회와 세계관 및 신념에 관계된 사회적 활동 측면

 기술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인간 활동이라는 점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인간 역사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써의 기술

 모든 문명화의 기술적인 노력의 관련성

 인간 역사의 견고하고 강력한 근원을 둔 기술

 현  기술의 인간과의 연관성 및 지속적 가변성

Table 1. Domains and Content of Nature of Technology(NOT) from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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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기술의 현재 역할

(The Current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사회 속에서의 기술의 역할의 복잡성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기술의 역할은 다른 영역과의 관계와 의존하여 작용함(교육에서의 기술의 역할, 일상생활에서의 

기술의 기능 등)
 기술의 역할에 한 계속적인 변화

 기술은 고정적인 역할이 아닌 사람과 환경에 따른 다양한 역할

Noemi Waight 
& Fouad 

Abd-El-Khalick 
(2012)

문화와 가치의 역할

(Role of Culture and Values)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술의 문화적 영향

 기술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산업적 한계 안에서의 역할

 기술의 진보와 이해에 한 목표, 가치, 윤리적 양식, 신념 측면

 기술적 실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 및 가치

 기술발전에 한 인간의 공헌

 문화와 가치에 미치는 기술적 변화의 영향

 기술변화에 의한 사회의 부, 권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재구성

기술적 발달의 개념

(Notions of Technological 
Progression)

 기술적 진보의 복잡성

 기술의 성과 측면의 발달에 한 집중의 문제성

 기술의 문화적 이해와 가치 측면의 발달에 한 이해 필요 

 기술적 진보와 인류의 진보는 동일하지 않음 

시스템의 부분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Part of System)

 기술발전의 개인적, 사회적, 다른 지식과 기능, 문화적 가치와 실행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측면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써의 기술

 시스템의 일부로써 서로 다른 기능에 따른 다른 역할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Fix)

 많은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기술

 본질적으로 비기술적인 문제의 기술적 해결책에 한 기

 기술적 해결책의 피상적인 측면에 한 이해

 인간 사회 문제에서의 기술적 해결책에 한 한계 및 또 다른 문제의 야기에 한 인식

전문기술 개념

(Notions of Expertise)

 기술적 시스템의 전문가들의 기능과 지식의 공헌

 기술적 시스템에 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의 관여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 전이를 위한 전달자 필요

 사용자를 위한 단순화된 기술적 실용 이면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 

 기술적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필요

Noemi Waight 
(2014)

문화와 가치의 역할

(Culture and Values)

 기술의 문화적 독립체로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문화적 상황 속으로 호환 가능한 기술의 문화적 가치 및 생활양식의 전이

 기술적 지식과 조직, 문화적 측면에 기초한 기술적 실행

기술적 발달의 개념

(Notions of Technological 
Progression)

 문화와 가치적 맥락에서의 기술의 진보에 한 이해

 기술적 진보에 한 단순화의 오류 인식

 기술결정론의 오류에 의한 기술적 예상 및 결과에 한 왜곡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Part of System)

 기술발전의 개인적, 사회적, 다른 지식과 기능, 문화적 가치와 실행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측면

 기술의 고립적 이해는 현  기술의 발전 및 이해의 저해 초래

 기술의 성공은 다양한 맥락과 분야를 통한 기술적 전이, 사고, 지식의 적절한 보완에 의하여 결정됨

Pey-Yan Liou 
(2015)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ifacts)
 기술은 구체적인 인공물이다.
 기술은 기술적 물체 및 도구이다.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n innovation change)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변화, 효율성, 삶의 개선, 인간요구 충족, 인류 실천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과정이다.
사회의 기술의 현재 역할

(The current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기술은 인간 문명화의 산물이다.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은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양날의 검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double-edged sword)
 기술적 활동의 결과는 개인 및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적 활동은 긍정적인 혁신과 부정적인 잠재적 위험성을 포함한다.

기술의 역사(History of technology)  인류 문명이 시도해 온 기술은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과학기반 형태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science-based form)
 과학과 기술은 강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기술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Lee, H. O 
(2015)

인공물로서의 기술

 기술은 의도를 내재한 인공물이다.
 현실세계 문제의 해결안이다.
 인공물의 양면성이 있다.

지식으로서의 기술

 기술의 절차적 지식

 기술의 실천적 지식

 기술의 맥락 의존적 지식

실행으로서의 기술

 제한조건과 가치 적재적 의사결정

 최적화와 창조적 활동

 피드백과 다학제적 접근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관

 상호 연계적 집합체

 기술 발전과 시스템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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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NOT 개념 영역 분석

국내외의 과학과 기술 교육자들의 선행 연구 및 과학교육 관련 

국가 수준의 문헌들에 나타난 NOT 개념 및 그 영역은 문헌과 학자들

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된 선

행연구의 NOT 개념과 영역을 분석하여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NOT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영역 분류를 시도하였

다. 선행연구 및 문헌의 다양한 NOT 영역 중에서 2개 이상의 문헌에

서 중복해서 제시되는 NOT 영역은 약 11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1. 인공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artifacts), 2.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knowledge), 3. 실행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practice),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system),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6.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7. 기술적 발달(Technological progression), 
8. 기술의 양면성(Technology as a double-edged sward), 9.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an innovation change), 10.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Technology as a science-based form),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Culture and value of technology). 
각 영역의 개념은 문헌마다 진술되는 방식과 강조하는 측면이 약간

씩 다르기는 했지만 각 영역별로 기술(technology)이 갖고 있는 독특

한 특성에 하여 설명하면서 공통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 ‘인공물로서의 기술’은 기술에 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는 많은 기술적 산물인 기

기나 물체로서의 기술 개념으로 인간이 의도성을 갖고 제작한 물건이

므로 인공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2.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기술이 

갖는 지식적 개념으로 과학지식의 응용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기술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지식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에서의 지식은 

과학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은 과정 및 기능, 그리

고 적용을 의미하는 복잡한 과정적인 측면을 기술의 지식(Kim, 1998)
이라 할 수 있다. 3. ‘실행으로서의 기술’은 기술이 인간 활동으로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으로 기술적 지식의 적용을 위한 방법 및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은 

기술이 사회와 인간 활동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영역의 지식과 기능,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기술의 복합적

인 본성을 표현한다.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의 기술은 기술이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문명화의 한 부분으로 기술의 

역할은 다양하며 고정화되지 않았다는 개념이다. 6. ‘기술의 역사’는 

기술이 인간 역사의 근본적인 한 부분으로 모든 문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기술발전에 한 인간의 공헌 및 문화와 가치에 영

향을 주고받는 기술의 본성을 설명한다. 7. ‘기술적 발달’은 기술의 

발달은 복잡하며, 단순히 기술적 성과 관점에서의 발달이 아닌 문화 

및 가치 측면에서의 기술 발달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8. ‘기술의 

양면성’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와 환경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한 측면으로 기술 발전이 인류의 문명화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9.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

술’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지만 기술의 변화는 복잡하고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이 아닌 

문화 및 가치 측면의 관점에서의 발달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10.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은 과학과 기술이 상호 연관성을 갖

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의 기술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는 

인간 상호작용에 의한 기술의 본성으로 기술적 실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와 가치뿐 아니라 기술에 의한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을 설명한

다. 이와 같이 문헌에서 정리된 NOT의 주요 영역은 총 11개로 정리되

NOT 영역 개념 정리 영역을 제시한 문헌

1.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ifacts)
 기술의 산물인 기기나 물체로서의 기술

 인간의 의도성을 갖고 제작된 인공물
DiGironimo(2011)/Liou(2015)/Lee(2015)

2.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knowledge)
 기술 고유의 지식 영역으로 기술의 과정, 기능, 적용을 의미

하는 복잡한 과정적 측면의 지식
Kim(1998)/Choi & Rue(2007)Lee(2015)

3. 실행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practice)
 인간 활동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으로 기술적 지식의 적

용을 위한 방법, 과정, 의사결정의 측면

Choi & Rue(2007)/DiGironimo(2011)/
Lee(2015)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system)

 사회와 인간 활동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문
화적 가치, 그리고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기술의 

복합성

AAAS(1990)/Waight & Fouad 
Abd-El-Khalick(2012)/Waight(2013)/Lee(2015)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문명화의 한 부분으로서

의 기술로 다양하고 고정화되지 않은 기술의 역할

AAAS(1990)/Kim(1998)/DiGironimo(2011)/
Waight & Fouad Abd-El-Khalick(2012)/
Waight(2013)/Liou(2015)

6.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모든 인간 문명화와 연관된 인류 역사의 근원적인 측면으로

서의 기술

 인류의 발전 및 문화와 가치의 상호 연관성

Kim(1998)/DiGironimo(2011)/Liou(2015)

7. 기술의 발달

(Technological progression)
 기술 발달의 복잡성 및 문화와 가치적 맥락에서의 기술 발달 

이해

Waight & Fouad Abd-El-Khalick(2012)/
Waight(2013)

8. 기술의 양면성

(Technology as a double-edged sward)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와 환경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한 측면
AAAS(1990)/Liou(2015)

9.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n innovation change)  인간 생활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혁신적이며 창조적 과정 Kim(1998)/Liou(2015)

10.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Technology as a science-based form)
 과학과 기술이 서로 발전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관성 

측면
AAAS(1990)/Liou(2015)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

(Culture and value of technology)
 기술적 실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 및 가치

 기술에 의한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 측면

Waight & Fouad Abd-El-Khalick(2012)/
Waight(2013)

Table 2. Domains of the Nature of Technology(NOT) from Reviewing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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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 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른 영역들은 그 내용 및 의미

를 파악하였을 때 주요 11개 영역에 포함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Table 2와 같이 NOT 주요 11개 영역을 표로 제시하였다. 

4. NOT 개념 틀 제안

가. NOT 개념 틀 제안 과정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총 11개 영역의 NOT: 
1. 인공물로서의 기술, 2. 지식으로서의 기술, 3. 실행으로서의 기술,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6. 기술의 역사, 
7. 기술적 발달, 8. 기술의 양면성, 9.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술, 10.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의 각 영역의 

정리된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공통적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된 

NOT 영역을 통합 및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총 11개의 NOT 영역을 

6개의 영역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제시한 11개의 NOT 영역 중에서 7. 기술적 

발달, 8. 기술의 양면성, 9. 혁신적 변화로서의 기술, 10. 과학을 바탕

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 영역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2회 이상 중복되게 제시된 영역이지만, 각 영역의 

의미와 개념 해석을 통하여 6개의 다른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7. 기술적 발달은 기술의 발달이 문화 및 가

치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고 기술 발달에 한 복잡성을 설명하

는 본성으로 6. 기술의 역사 영역의 확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8. 
기술의 양면성 영역은 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장단점을 제시하는 개념

으로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로 포함될 수 있으며, 9. 혁신적 변화로

서의 기술은 기술의 인간 삶의 개선 및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 활동의 측면

으로 수행되는 기술의 과정 및 방법을 지칭하는 3. 실행으로서의 기술 

및 6. 기술의 역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0.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은 과학과 기술의 상호관계에 한 개념으

로 과학과 기술이 서로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연관이 깊고 상호 발전

에 접한 연관이 있지만 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상호연관성 

및 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의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1. 기술의 문화와 가치 영역은 현  과학기

술사회의 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및 6. 기술의 역사 개념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NOT 영역에 한 개념의 해석 및 정리를 통하여 

서로 공통되거나 유사한 영역끼리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분석의 과정

은 과학과 기술의 본성에 한 다년간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및 NOS와 NOT에 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과정의 학원생 2인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문헌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연구 주제에 한 해석 및 개념 정리 과정

은 연구자의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을 요구하는 질적 내용 분석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작업이므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한 깊은 이해와 연구 경험이 중요한 부분으로 이런 측

면에서 본 연구의 NOT 개념 틀 제안 과정은 이 분야 및 연구에 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된 타당성 있는 분석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과정의 개념 정리 및 분류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세 명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을 

통한 영역의 개념 해석 및 분류 과정이 상호 일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나. NOT 개념 틀(Conceptual Framework) 제안

다양한 국내외의 과학과 기술교육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및 과학교

육 관련 국가 수준의 문헌들에서 제시한 NOT 개념 및 영역을 귀납적 

과정을 통하여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NOT에 한 의미 분석

을 실시하고 각각 정리된 영역별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된 NOT 영역의 개념을 정리하여 분류하는 연역적 과정을 통하여 

분석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6개 영역의 NOT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안된 6개 영역의 NOT은 다음과 같다: 1. 인공물

로서의 기술, 2. 지식으로서의 기술, 3. 실행으로서의 기술, 4. 시스템

으로서의 기술, 5. 사회적 역할의 기술, 6. 기술의 역사. 다음 <Table 
3>은 본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NOT 6가지 영역 및 

영역에 한 개념과 세부 영역이다. 

Ⅲ. 전문가들의 NOT 인식 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OT에 한 6개 

영역의 개념 틀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및 공

학 관련 전문가들의 NOT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문헌연구를 통하

여 제안된 개념 틀(Conceptual Framewrok)에 한 타당도를 확인하

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공학 관련 전문가들이 어떠한 NOT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수행

된 NOT에 한 인식조사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의 NOT에 한 인식 

조사(DiGironimo, 2011; Liou, 2015; Seo, Lee, & Jho, 2017), 예비교

사들을 상으로 하는 기술의 본성 인식 조사(Aydin & Tasar, 2010; 
Lee & Lee, 2016; Zorlu, Baykara, & Zorlu, 2013), 그리고 과학교사들

의 기술의 본성에 한 인식 조사(Waight, 2014) 등이 수행되었으나,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NOT에 한 인식 조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었다. 
최근 과학교육계에서는 과학자들의 과학에 한 사고와 과학의 

본성(NOS)에 한 인식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다양한 관련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Lee, 2014). 연구자들은 과학자들과 과학교육자들 

집단 사이에 불일치하는 과학에 한 인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Duschl, 2000; Harding & Hare, 2000; Taylor, Jones, Broadwell, & 
Oppewal, 2008), 과학자들이 과학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의 과학의 본

성, 지식, 탐구 학습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숨은 자원’이라 

말하고 있다(Fedock, Zambo & Cobern, 1996; Jeanpierre, Oberhauser 
& Freeman, 2005). 이와 같이 과학자들의 과학의 본성(NOS)에 한 

인식이 우리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강조(Bayir, Cakici, & Ertas, 2014)하면서 과학교육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의 과학의 본성(NOS)에 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NOT에 한 과학기술자 및 공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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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과학

기술 영역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로서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및 공학 관련 전문가들이 어떻게 기술에 하여 

인식하고 있는지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NOT에 한 개념 정리가 확립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NOS와 

마찬가지로 NOT 개념도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그 구체적 

견해에 한 합의를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인식론적인 개념인 것을 염

두에 두었을 때 과학기술자 및 공학자들이 인식하는 NOT에 한 

인식이 현재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OT에 한 다양한 

개념들을 얼마큼 포함하고 있는지에 한 탐구는 NOT에 한 정통한 

개념(authentic views)을 정립하기 위하여 유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공학 전문가들이 구체적으

로 어떤 기술에 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포함함과 동시에 흥미로운 관찰이 아닐 수 없다. 

2. 연구 방법

가. 분석대상

NOT에 한 과학기술 및 공학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참

여한 상은 총 30명으로 국내외의 학 및 연구소, 그리고 의학계에 

종사하는 순수과학, 응용과학, 의학, 과학교육,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

의 전문가들로 모두 석사 이상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

며 현재 현장에서 교육 및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과학기술공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경력은 최소 4년부터 최장 

25년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평균 경력은 약 11.3년이며, 여성 

전문가 6명과 남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상은 연구의 목적에 맞는 과학기술공학 관련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연구의 개요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요청을 한 후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수집된 유목적 표본집단(purposeful sampling)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모두 과학과 기술 

및 공학에 한 전문적 지식 및 사고를 요구하는 과학기술공학 영역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활동장소는 주로 미국과 한국의 학, 연
구소, 산업체, 그리고 병원 등에 걸쳐 분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NOT에 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비교적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수행하였지

만, 표본 집단의 제한된 수와 분야에 따른 한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과학기술자들의 NOT 견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Table 4>는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전문가 상에 

한 정보이다. 

나. 분석 방법 및 타당도와 신뢰도

과학기술공학 관련 전문가들의 NOT에 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30명의 연구 상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기술의 정의 및 특성에 한 

개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관점에서 기술의 본성이

란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한 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인식의 탐구를 위한 연구의 관점을 ‘자연

주의적 관점’이라(Aikenhead & Ryan, 1992) 하며, 이것은 참여자들

의 관점을 드러내고,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합법성을 수용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Aikenhead & Ryan, 1992). 
과학기술전문가 3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설문 응답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3명의 과학교육 연구자에 의하여 내용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의 개념 틀인 6개 영역의 NOT으로 분류되었다. 

NOT 영역 영역의 개념 세부 영역

1.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ifacts)
인간이 의도성을 갖고 제작한 기술의 산물인 기기 및 물건 

등의 인공물로서의 기술 개념
 기기나 물체 등의 의도성을 갖고 제작된 인공물

2.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Knowledge)
기술의 과정, 기능, 적용을 의미하는 복잡한 과정적 측면

의 기술적 지식

 과학-기반적 측면의 지식

 기술의 복잡한 과정적 측면의 지식

 전문적 지식의 관여 및 다른 영역의 지식 활용

 기술 활용적 측면의 지식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Human Practice)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기술적 지식의 적용을 위한 방법, 
과정,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기술의 가치 의존적 경향 및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받음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적 지식의 적용과 응

용을 위한 방법 및 과정

 기술적 조작 능력 및 기술적 절차를 수행하는 능력

 성, 인종, 사회적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의 창조적

이고 사회적인 활동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System)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다른 영역들과의 관

계를 포함하는 사회와 인간 활동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술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영역들과 관계를 포함

하는 인간 활동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율성 및 통제 필요

 기술공동체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에 의한 결정

으로 발달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인간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하고 고정화되지 않은 기술의 역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술의 영향

 사회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면과 새로운 문제 야기의 부

정적인 측면 존재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

 기술 역할의 다양성 및 지속적 변화

6.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인간 문명화와 연관되어 인류의 발전과 상호 연관성을 갖

고 발전해 온 인류 역사의 근원적인 측면으로서의 기술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인류역사의 근원적인 측면의 기술

 기술의 진화로 인류 문명의 발전 유도

 인류 문화와 가치의 상호 관련성 

 기술의 지속적 가변성

Table 3. The 6 Domains of the Nature of Technology Suggested from Analyzing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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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써 연구 참여자의 ‘본인의 관점에서 기술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의 응답내용이 ‘과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용

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나 개발하는 능력(기술공학자10)’이라

는 응답은 기술적 지식의 적용과 응용을 위한 방법이나 수행하는 능

력으로 해석되어 NOT 영역 중에서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전문가

들은 기술의 개념에 하여 주로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술의 개념

에 하여 인식하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응답에 한 분석

은 한 가지 이상의 NOT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한 참여자

(교육공학자4)는 기술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방법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이지만 기술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및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영향을 미친다(NOT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2가지 측면(NOT 4 & 
NOT 5)의 NOT에 한 영역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인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어떤 문서의 

형태를 갖는 자료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상황에 맞고 신뢰할 수 있도

록 의미 있는 추론을 이끌어 내는 연구 방법(Kriffendorf, 2004)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의 결과를 양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양적 연구의 형태

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는 행위는 “행간의 의미를 읽는”행
위로 연구자의 관점 및 통찰력에 의존한 질적인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Lee, 2014). 따라서 내용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배경은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

에서는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들이 NOT 개념틀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NOT에 한 개념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

였으며, 연구주도자는 과학의 본성(NOS) 및 NOT에 한 다수의 교

육과정 내용 분석을 수행한 전문가로서 분석 과정 및 결과 해석에 

한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과학기술공

학 전문가들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분석자간 

90% 이상의 분석의 일치를 도출할 때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NOT 
개념 틀의 내용적 타당성에 한 검토는 앞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

여 수행되었던 과학의 본성(NOS)에 한 분석 연구에서 특정한 개념

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의 

분석 과정에서 내적 신뢰도 확보를 바탕으로 활용된 개념적 틀의 내

용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들(Chiappetta et al., 1991; Lee, 2014; Lee 
et al., 2014; Marianne et al., 2015; Moon et al., 2015)과 유사한 

연구 방법이며, 그 외의 다양한 NOS 및 NOT 개념 연구에서 학생들이

나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그 개념적 틀에 한 보편적인 타

당도를 확보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DiGironimo, 2011; Lederman et 
al., 2002; Liou, 2015)의 연구 방법에 근거하였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NOT 6개 영역 기준으로 본 전문가들의 NOT 인식 분포

NOT 6가지 영역의 개념 틀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NOT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이 본 연구의 

개념 틀을 기준으로 모두 분류가 가능했으며 30명의 전문가들이 제시

한 NOT에 한 견해를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의 단위로 추출했을 

때 총 66개의 NOT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NOT에 한 6가지 영역의 개념 틀이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기술

에 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개념적 도구로,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들은 6개 영역의 NOT 개념들 중 평균 2.2개의 NOT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들은 기술에 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때 전문가들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최소 1개에서 최  4개의 NOT에 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 <Table 5>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제시한 

NOT 견해를 NOT 개념 6개 영역별 빈도 분포로 나타낸 결과이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술에 한 개념은 NOT 6개 영역 중에서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에 한 개념을 27회 빈도로 표현하

면서 가장 많은 인식의 분포(40.9%)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NOT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에 한 빈도가 18회(27.3%), NOT 5. 사회 

참여자 정보 참여자 수 참여자 정보 참여자 수 참여자 정보 참여자 수

      성 30               직업 30 국적 30

      남자 24               학교수 16 한국 26
      여자 6               연구원(기업체, 연구소, 병원) 14 미국 4
      전공 분야 30               관련 분야 경력 30

      순수과학 3               1-5년 5
      응용과학 3               5-10년 13
      과학기술교육 6               10-15년 6
      교육공학 4               15-20년 4
      기술공학 14               25년 이상 2

Table 4. Demographic data about the participants 

NOT 영역

NOT 1
인공물로서의 

기술

NOT 2
지식으로서의 

기술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NOT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NOT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NOT 6
기술의 역사

빈도 수

(%) 평균수

NOT
응답

6
(9.0%)

3
(4.5%)

27
(40.9%)

18
(27.3%)

11
(16.7%)

1
(1.5%)

66
(100%) 2.2

Table 5. Results of the Frequency of NOT Presented by the Experts i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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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기술의 역할에 한 빈도가 11회(16.7%)를 나타내면서 전체의 

약 85%의 개념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의 개념을 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행하는 인간 활동으로서의 

기술,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영역들과 관련이 있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인간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역할에 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냈다. 반면에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을 기기나 물체 

등 인간이 제작한 인공물로서의 기술에 한 개념이나 기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적 측면, 그리고 기술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온 기술의 역사적인 부분에 한 개념은 매우 미비하게 표현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학생이나 교사들을 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참여자들의 기술에 한 개념이 주로 ‘인
공물로서의 기술’에 집중해서 보여준 결과(Aydin & Tasar, 2010; 
DiGironimo, 2011; Liou, 2015; Seo, Lee, & Jho, 2017; Zorlu, 
Baykara, & Zorlu, 2013)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상

인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에 한 개념을 기기나 물건 등과 

같은 인공물로서 인식하는 단순하고 가시적인 모습의 기술 개념이 

아닌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이나 과정, 그리고 사회의 

다른 영역과 관련을 갖고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술에 

한 인식을 하면서 보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기술의 본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NOT에 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총 30명의 과학기술공학 전

문가들의 6개 영역별 NOT 인식 분포를 전문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순수과학자/응용과학자/과학기술교육자/교육공학자/
기술공학자들 간의 인식의 분포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각 영역별 전문

가들의 평균 NOT에 한 견해 표현의 빈도수는 전체 평균 빈도수인 

2.2회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순수과학자들이 평균 3회의 의견 도출로 

상 적으로 많은 NOT에 한 견해를 진술하였다. NOT 6개 영역별

로 제시한 전문가 영역별 의견 분포도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교육공

학자들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에 비하여 인공물로서의 기술에 하

여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나. 6개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NOT 견해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이 진술한 ‘본인의 관점

에서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한 응답을 내용 분석

한 결과 NOT에 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개념 진술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결과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 과학기술공학 전

문가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술의 정의로서 주로 인간 삶의 편리와 

문제해결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간의 활동으

로 표현하는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로 진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그리고 기술이란 인간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공동체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행되는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로 표현하는 경

우 및 기술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기술 역할의 긍정적⋅부정적 측

면에 한 지적, 그리고 기술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영역에 한 표현이 다수 관찰되었다. 반면

에 기술이 단순히 컴퓨터나 전화기 등 기기 및 물건 등의 인공물이라

는 1. 인공물로서의 기술이나 기술적 지식에 한 인식 영역인 2. 
지식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해온 기술의 근원

적인 측면에 한 인식을 설명하는 6. 기술의 역사 영역에 한 인식

은 매우 드물게 진술되었다.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이 진술한 구체적인 기술에 한 인식을 

본 연구의 분석적 개념틀인 NOT 6개 영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이 진술한 NOT 1. 인공물로서의 기술에 한 진술 

부분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이 부분이 진술된 경우도 직접적인 기술적 

기기나 물체(예: 컴퓨터, 전화기, 등)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

(tools)’라는 표현으로 진술된 경우였다. 즉 기술이라는 것이 ‘도구’라

NOT 영역

NOT 1
인공물로서의 

기술

NOT 2
지식으로서의 

기술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NOT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NOT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NOT 6
기술의 역사

빈도 수

(%) 평균수

순수

과학자

(3명)
1 1 3 3 1 0 9 3

응용

과학자

(3명)
1 0 3 0 2 0 6 2

과학기술

교육자

(6명)
1 1 5 6 1 0 14 2.3

교육

공학자

(4명)
3 0 2 0 3 1 9 2.3

기술

공학자

(14명)
0 1 14 9 4 0 28 2

총 6 3 27 18 11 1 66  2.2

Table 6. Results of the Frequency of NOT Presented by the Different Fields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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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물건이나 기계와 같은 물리적인 

도구만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개발된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도
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중 교육공학

자 2인은 기술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부분을 주요 기술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공학에서의 교수학습의 도구적 역할을 수

행하는 기술의 역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NOT 1. 인공물

로서의 기술로 표현된 기술에 한 진술 내용이다.

“In my view, technology is any tools that will enhance human 

living....human has used technology for a long time from ax, plow, 

armor, sword, to spears....human create more sophiscated 

technology tools such as telephone and advanced weapons.”

(교육공학자 1)

“Therefore, technology serves as tools that enhance teaching 

and learning to accomplish the overall goal of constructing and 

delivering optical learning experience in education.”

(교육공학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NOT 개념 진술에 기술의 과정, 기능, 적용의 

복잡한 과정에 관여하는 기술의 지식적 측면에 한 인식: NOT 2.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참여자는 기

술의 지식적 본성에 한 흥미로운 점으로 우리가 기술에 한 지식

이 없이도 경험으로 습득하면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의 지식적 측면을 제시한 참여자들의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기술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습득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술에 대한 지식

이 없어도 숙련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공학자 7)

“Technology is application of knowledge to solve problems. 

Technology can belongs to science, engineering and almost all 

area. Knowing about controlling heat can be one of the 

technologies related with cuisine. Knowing how to shoot can be 

one of the technologies related with basketball sports. Knowledge 

about the speech skill can be also one of the technologies in verbal 

communication. So technology can be found in almost all areas.” 

(과학기술자 2)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그들의 기술에 한 인식을 

보여준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영역에 한 참여자들의 진

술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이 영역에 한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은 본인의 연구 분야에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진술되기도 하였으

며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부분 기술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어떤 것을 생산하고 개발해 가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인간의 활동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자들이 진술한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에 관한 

진술문이다.

“It is a human capability to produce physical outputs as well as 

mental outcomes. In the ancient times of Greece, painting. music 

as well as architecture were viewed as technology. Nowadays, 

technology is sort of skills to make some outputs more sophisticate 

or more effective, or know-how as a special; way to do so.”

(과학기술교육자 4)

“기술은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자연적 및 

인공적 세계에 적응함과 동시에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며, 기존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도구적 및 혁신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교육자 2)

“기술은 우리의 편익을 목적으로 과학과 공학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자 1)

“인간에게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 방법들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자 3)

“자연과학을 실질적으로 응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향상, 개선해 주어 효

율성을 갖는 기계나 절차의 개발.”

(응용과학자 2)

“특정이론이나 가설을 실제로 적용하여 개발되거나 발명된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동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그러한 수단이나 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기술공학자 1)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현되는 모든 문제해결방법이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고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기 위

하여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공학자 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인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4. 시스템으로서

의 기술 영역과 관련하여 기술의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와 인간 활동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술의 본성에 하여, 
특히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특성 및 과학과의 연관성에 하여 

주로 진술하였다. 또한 기술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이나 활동이라고 말하면서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존재 자체가 철학적 의미가 

있는 영역이지만, 기술은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경제성의 측면

으로 존재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한 과학기술교육 전

문가는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방향을 고려했을 때, 과학이 곧 기술

이라고 진술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부분의 과학자들이 응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이 과학 

기반의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접한 연관성을 

진술하였지만 과학과 기술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기술의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에 하여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였다. 한 전문가는 기술이 현재 모든 분야

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술의 의미를 확장하여 융합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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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기

술의 의미가 본래의 방법이나 결과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과학,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 및 제작, 그리고 기술적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평가 등의 전반적인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에서 사회의 한 시스템적인 기술의 본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과학

기술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이 고유한 상이나 영역을 갖고 있는 독자

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된 

특화된 방법이나 활동으로서 사회 및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수행되

는 시스템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관찰되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직접 진술한 시스템으로서의 기술의 측면을 보여주는 진

술문이다.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을 서로 구분하여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즉, 과학

은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발견을 추구했다면, 기술은 과학 분야

에서 정립된 지식을 기술을 통해 사회에 실제로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분했

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과학 자체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

도 이미 의학이나 제약 분야의 응용을 목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과학인지, 기술인지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교육가 3)

“Technology itself is not any kind of disciplines but a sort of 

technique.”

(과학기술교육자 4)

“기술의 개념이 현재는 각종 분야에 모두 적용되어 과학기술, 공학기술

과 같이 본래의 의미를 확장하여 정보기술, 경영기술, 디자인기술과 같은 

융합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 같다.”

(자연과학자 3)

“고품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경쟁자들에 비해 자신의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

다. 특히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기술이 기업이나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공학자 14)

NOT 6개 영역 중에서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영역에 한 전문

가들의 진술도 다양하고 흥미로웠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갖는다는 점 이외에도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한 이해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술이지만 기술

의 영향은 고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진술도 관찰되

었다. 특히 기술의 긍정적 및 부정적 역할에 한 인간의 이해가 필요

하며, 기술 역할의 방향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기술의 역할로 기술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기술의 수행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며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전문가는 

기술이 사회와 인간 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지만 기술 자체에

는 문제해결력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술은 

스스로 작동하는 문제해결력은 없으므로 외부의 변화에 응하지 못

하고 도태되거나 사라진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사회 속의 기술의 역

할에 하여 설명한 진술문이다. 

“There is side-effects of using technology such as pollution, 

global warming, and human isolation. It is our mission to use 

technology wisely so technology advancement does not reduce the 

quality of human life.”

(교육공학자 1)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켜 나가지만(We shape 

technology), 새로 만들어진 기술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대화방식, 그리고 

우리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는 법률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Technology shape us). 새로 생겨난 아이폰으로 인해 우리의 소통 방식

의 변화와 새로 생겨난 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교육공학자 4)

“기술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

고 노력하여 과거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간

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편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 그러나 인류

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기술의 적용은 인류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도 있다.”

(기술공학자 11)

“기술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 없다. 길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기술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라서 필연적으로 기술에는 

목적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은 문제해결력이 없다. 우리는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부싯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술은 지식이 없이도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력이 없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사라진다.”

(기술공학자 7)

마지막으로 기술이 우리 인간 문명화와 연관되어 인류의 발전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발전해 온 인류 역사의 근원적인 측면이라는 

NOT 6. 기술의 역사 영역에 해서는 본 연구 상 과학기술전문가들

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한 명이 기술의 역사에 

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인류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산업혁명 이후로는 더욱 편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크게는 우주에 로켓을 날리

는 것부터 작게는 부싯돌을 이용해 불을 지피는 것까지 모두 기술입니다. 

인류는 항상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기술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생각의 힘을 기술로 구현하여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계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공학자 14)

이와 같이 6개 영역의 NOT에 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견해 진

술문을 관찰해 보면 각 영역별 다양한 내용의 기술에 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인식한 NOT의 6개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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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포 수는 위의 <Table 5>와 같이 NOT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영역과 NOT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NOT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영역이 전체 빈도수의 85%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도 이 3가지 영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7>은 

전문가들이 진술한 NOT에 한 견해를 6가지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탐구한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표

현한 NOT에 한 견해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6개 영역의 

NOT 개념 내용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의 기술교육적 및 

철학적 측면의 NOT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Table 
7의 각 영역에서 진한 글씨로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참여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역의 NOT에 그들의 개인적 배경

에 따라 교육학적인 관점과 과학기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에 

한 내면화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6. 기술의 역사 

영역에 해서는 특별히 심도 있는 인식의 반영이 나타나지 않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적 소양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인 NOS의 개념적 

진화와 확장에 따라 현 과학기술 사회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술

에 한 이해를 위한 기술의 개념적 특성을 정리하고자 국내외의 다

양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NOT에 한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안

된 NOT 개념틀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술의 

본성에 한 견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제시

된 NOT 개념 틀 및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NOT 견해에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술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OT 

영역은 1. 인공물로서의 기술, 2. 지식으로서의 기술, 3. 실행으로서의 

기술,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5. 사회적 역할의 기술, 그리고 6. 기술

의 역사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과학 및 기술교육의 다양

한 문헌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제시하는 기술의 개념 및 본성

은 기술이 단순히 ‘제품’으로서의 결과물이나 ‘응용과학’의 영역만이 

아닌 인간이 만든 환경을 통제하고 개선하면서 인간 잠재력을 확 하

기 위한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서의 기술과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으

로 다른 영역들과 관련이 있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인간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기술의 역할 및 역사에 하여 강조하는 기술철학 및 역사

학적 관점에서 기술을 인간의 총체적 지식과 행위(ITEA, 2007)라는 

개념으로 그 본성(NOT)을 제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6가지 영역의 NOT 개념 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기술에 한 이해를 분석하는데 

타당한 개념적 틀로 활용 가능하였으며, 전문가들이 표현한 NOT 개
념은 6개의 영역 중에서 주로 3. 실행으로서의 기술, 4. 시스템으로서

의 기술, 그리고 5. 사회적 역할의 기술의 3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NOT 개념틀의 

NOT 영역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견해

1. 인공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rtifacts)
 교육적 목적을 위한 도구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물 제작

2. 지식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Knowledge)

 인간 활동으로 생산되는 지식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지식

 인간에게 필요한 제품 개발을 위한 방법과 관련 지식

 기술에 한 지식이 없이도 습득하여 사용 가능

3. 인간 실행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a Human Practice)

 새롭고 유용한 도구 및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

 물리적⋅정신적 산출물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활동, 방법, 능력

 교육적 목적을 위한 방법 및 과정

 과학을 기초로 특정 목적을 위해 특화된 방법이나 능력

 이론을 생활에 유용하게 가공 및 적용하는 수단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체계적 인간 활동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Technology as System)

 과학과의 연관성 및 과학지식 기반의 활동

 포괄적인 과학 개념의 하위 영역

 기술자체의 학문적 가치보다는 다른 학문(과학 및 공학 등)의 발전에 유용

 다양한 영역, 배경,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갖고 있는 시스템

 생산/과정/활용의 시스템

 개인⋅기업⋅사회⋅국가의 생존을 위한 수단

 과학은 수동적 모델이며 철학적 영역이나 기술은 사용이나 목적에 의존한 능동적 영역

5. 사회 속의 기술의 역할

(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인간의 욕구 충족 및 생활의 편리를 위한 수단

 인간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의 역할

 인간의 사회적⋅물리적⋅행동적⋅인지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기술 역할에 복잡성 및 논쟁이 존재함

 기술의 부정적 측면(양면성)
 기술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책임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기술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 없는 활동임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지만 기술 자체에는 문제해결력이 없음

6. 기술의 역사

(History of Technology)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한 기술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Table 7. Statements of the Conceptions of the Participants by the 6 Domains of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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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영역은 전문가들이 표현한 다양한 기술에 한 견해를 분석하

는데 무리가 없이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기술에 한 개념을 포괄

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그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술에 한 인식은 다양한 기술의 

본성 영역 중에서 주로 기술이 인간의 잠재력을 확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든 환경을 통제하고 개선하는 인간의 활동 수행(3. 실행으로서

의 기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편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이

와 같은 인간 활동으로써의 기술이 다양한 영역, 배경. 사회문화적 

영향을 갖는 생산/과정/활용의 구조와 시스템이며(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기술이 인간의 욕구 및 생활의 편리와 같은 긍정적 역할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공존한다는 양면성에 한 기술의 역할(5. 
사회적 역할의 기술)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NOT 개념은 

전문가들의 세부 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외
국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수행된 중이나 교사 및 학생들이 갖고 있

는 NOT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

에서 수행한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의 NOT 분석 결과는 전문가 세부 

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이 6가지 영역의 기술의 본성 중에서 3. 실행으

로서의 기술,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5. 사회적 역할의 기술

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은 기존 수행된 NOT 인식 연구에서 중이나 

교사 또는 학생들은 주로 기술을 ‘인공물로서의 기술’ 또는 ‘응용과학

으로서의 기술’로 이해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DiGironimo, 
2011; ITEA, 2006; Lee, 2015; Liou, 2015; Waight & Abd-El-Khalick, 
2012; Waight, 2014)와는 다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OT가 복잡하고 추상적인 철학의 인식론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일반 중이나 학생들과 달리 기

술의 개념을 단순히 ‘과학의 응용’이나 ‘제품’과 같은 피상적인 개념

으로써가 아닌 ‘인간의 총체적 지식과 행위’의 기술의 기술철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NOT 개념 틀은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

구에서 제안한 NOT 개념 영역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내용의 NOT 
개념 영역을 제안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제안된 NOT 
개념 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 및 교사, 그리고 중의 NOT에 

한 인식 조사 등의 수행이 진행되어 외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NOT 개념과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과학기술 시 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중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과학과 기술을 접하고 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 적 환경과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과학기술 철학 교

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is for All)’이라

는 교육 목표는 과학기술교육의 단순히 지식과 방법적인 교육을 말하

고 있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들의 과학기

술에 한 인식과 태도에 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철학적 성찰 및 개념 교육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과학기술의 본성에 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중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의 교육과정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기술교육의 영역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기술에 한 

개념과 본성을 NOS 개념의 확  및 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과학

교육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본성(NOST: Na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개념으로 정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2년 차세  과학교육의 기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으로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초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개념 틀(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이 제시된 이래 과학교육의 영역은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의 영역만이 아닌 기술과 공학의 영역까지 포괄한 과학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교육의 교육과정의 내용적인 개발에 앞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공학의 영역에 한 개념 및 특성을 탐구하고 통합적인 과학기술공학

에 한 목표와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학교육이 핵심 

화두가 된 이래 과학교육에서는 어떤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기술과 공학의 본성

에 한 탐구를 통하여 통합과학의 관점에서 과학기술공학의 통합적 

본성이 제안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NOT에 한 개념적 정리를 시도하였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으며, 이
와 같이 제안된 NOT 내용을 확장된 개념의 과학의 본성(NOS)으로의 

통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술의 본성(NOT: Nature of Technology)에 한 개념 

정리를 위하여 최근 수행된 NOT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NOT 개념 틀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과학기술공학 전문

가들의 기술 개념에 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과학과 기술교

육 영역의 다양한 NOT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된 NOT 영역

은 1. 인공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artifacts), 2. 지식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knowledge), 3. 실행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practice),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system), 5. 사회

적 역할의 기술(The role of technology in society), 그리고 6. 기술의 

역사(History of technology) 6가지로 제안되었다. 또한 제안된 6개의 

NOT 영역을 기준으로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 30명의 인식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NOT 개념 중에서 3. 실행으로서의 

기술, 4. 시스템으로서의 기술, 그리고 5. 사회적 역할의 기술의 3가지 

영역을 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NOT 선행연구

에서 중이나 학생들이 주로 기술을 ‘인공물로서의 기술’ 또는 ‘응용

과학으로서의 기술’로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달리 과학기술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의 개념을 기술철학적 차원의 복잡하고 추상적인 ‘인
간의 총체적 지식과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NOT, NOS, 기술의 개념, NOT 개념 틀, 과학기술공학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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