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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

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모

든 하위 범주(응집성, 개방성, 통합성, 준칙성, 물리적 환경),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유

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중다 회귀 분석 결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 범주 중 개방성과 

물리적 환경,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주제어: 인식론적 관점, 과학 과정 기술,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students' epistemological views on theory and data, science process
skills, the perceptions of the preferred laboratory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laboratory work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cience process skills, all subcategories of the perceptions of the preferred laboratory learning environment
(student cohesiveness, open-endedness, integration, rule clarity, and material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laboratory work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pistemological views on theory and data.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cience process skills, open-endedness and material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laboratory work significantly predicted 
epistemological views on theory and data.
Keywords: Epistemological view, Science process skill, Perception of laboratory learning environment, Attitude toward labora-
tor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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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학의 본성은 과학 개념이나 과정과 구분되는 과학 교육

의 목표 중 하나로, 그 구성 요소로는 과학 지식의 속성,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 과학ㆍ기술ㆍ사회 사이의 관계 등이 있

다.1,2 이 중에서 과학 지식의 속성이나 타당화 과정은 지식의 

근원, 본성, 정당화 등을 다루는 인식론에 관한 것이다.3 이러

한 인식론에 대해 적절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4 또한, 과학적 방법

을 활용한 지식 형성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료 수집 및 분

석, 결론 도출 등의 과학 과정 기술에 숙달되도록 도울 수 있

다.5 이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 과학 학습과 관련되

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의 관련

성은 과학 과정 기술의 학습이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6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

가 크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가설 설정, 실험 설

계 등의 과학 과정 기술을 수행하면서 과학 지식이나 방법에 

내재된 가치나 신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7-12 그러나 과학 과정 기술과 과

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되었다.7 또한, 과
학 과정 기술의 학습이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8-12 과학 과정 기술의 학습은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의 발달과 관계가 없거나 인식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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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측면만을 적절하게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

관성이 없었다. 

최근 차정호 등13은 과학 지식의 본성과 개념 이해와의 관

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론이 여러 측면으

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학습 사이의 관련성은 해당 학습에 관한 인식론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의 학습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경우, 과학 과정 기술에 관한 인식론 측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학 과정 기술은 주로 지식을 생성

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

학 과정 기술의 학습에서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 측면에 대

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14 그러므로 과학 과정 

기술은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 측면의 인식론적 관점과 관

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과학 지

식을 타당화할 때 사용하는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기

술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조사하고, 과학 과정 기술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에 대한 인식론 중 지식의 속성 측면에 대한 관

점은 개념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5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식의 타당화 과정 측면

에 대한 관점, 즉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학교 

과학에서 지식 형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실험 학습에서 학

생들이 지향하는 학습 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지닌 이론이 실험 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인식론적 관점을 지닌 학생들은 각자의 이론에 

따라 실험을 다르게 계획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실험 학습 환경

을 선호할 수 있다. 반면에 실험 설계가 이론과 관계없다는 인

식론적 관점을 지닌 학생은 개방적인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과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

행 연구16에서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 범주 중 개방성 및 응집성과 상

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실

험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

식과의 관련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cComas 등17은 과학에 대한 적절한 인식론적 관점

은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학생들이 과학을 암기해야 할 사실이 아니라 호기

심에 의한 탐구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과학 수업을 더 흥

미롭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태도

는 학습 내용이나 활동과 관련된 신념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18 과학 수업에서 지식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과정

인 실험 활동에 대한 태도는 실험 활동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

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

식론적 관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

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인식론적 관점과 

나머지 변인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

들이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관련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력을 조

사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28명(남 120명, 여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검사는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룬 탐구 단원의 

학습이 끝난 1학기 말에 실시하였다. 1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2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지, 
과학 과정 기술 검사지,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지,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지는 실험 설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 과정에서 이론과 자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측정하는 Theory and Data19를 번역하여 사

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 대한 진술 쌍을 읽고,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응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Fig. 1). 각 진술 쌍은 검사지 개발 과

정에서 조사된 학생들의 대표적인 인식론적 관점인 자료 중

심 관점과 관련성 중심 관점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

자들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자신이 세운 가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와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자신이 세운 가

설의 영향을 받는다’이다. 전자는 실험 자료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묘사하며 결론은 자료에서 자동으로 드러난다고 믿

는 자료 중심 관점을 표현한 것이며, 후자는 실험 자료와 과학

자들이 지닌 이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는 관련성 

중심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3
인 및 현직 교사 2인으로부터 번역의 적절성과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55였다. 

과학 과정 기술 검사지는 실험 설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에 요구되는 통합적 과학 과정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MIPT(Middle Grades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Test)20

를 노태희 등21이 번역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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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Strong agreement with 
statement A

Agreement with 
statement A

No strong opinions or 
that some merit was seen 

in both statement

Agreement with 
statement B

Strong agreement with 
statement B

1 2 3 4 5

position

Scientists interpret data without being influ-
enced by their theoretical assumptions 1 2 3 4 5 Scientists' theoretical assumptions influence 

their interpretation of data

Fig. 1. An example of items at Theory and Data 

5. Mark is studying how heat affects how fast oil flows. He guesses that as the oil gets hotter, it flows faster. How could he test this?

a. Heat oil to different temperatures. Then weigh it after it flows out of the can.
b. Observe how fast oil at different temperatures flows down a smooth surface. 
c. Let oil flow down smooth surfaces at different angles. Observe its speed.
d. Measure the time it takes for oil of different thicknesses to pour out of the can.

Fig. 2. An example of items at the MIPT 

연구 가능한 문제의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파악, 실험 설계, 자
료 변환, 자료 해석 및 일반화 능력을 측정하는 총 40개의 4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원래 6학년에서 9학

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10학년～12학년에서도 사용되

고 있으므로,22,23 이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적 

과학 과정 기술을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2였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지는 SLEI(Sci-
ence Laboratory Environment Inventory)24의 선호형(preferred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응집성, 개방성, 
통합성, 준칙성, 물리적 환경 하위 범주 별로 7문항씩 총 35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에서는 실험 학습에서 학

생 간 협력, 실험 방법의 다양성, 이론과의 연계, 규칙 인식, 실
험실 시설 및 기구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5단계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검사지 개발 과정에서 

개방성 범주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24 27번 문

항을 제외하고 총 3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과

학 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번역의 적절성과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응집성, 개방성, 통합성, 준칙성, 물리적 환경 하위 범주

별로 각각 0.77, 0.62, 0.73, 0.69, 0.58이었다.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지는 실험 수업에 대한 학생들

의 태도와 흥미를 측정하는 ALWSS(Attitude toward Labo-
ratory Work Scale: Science)25에서 실험 학습 경험에 대한 전

반적인 태도 범주의 16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과

학 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번역의 적절성과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6이었다. 

분석 방법

고등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점

수와 과학 과정 기술 검사 점수,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의 하위 범주별 점수,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 때 이론과 자료

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문항은 자료 중심 관점에 동의하

는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1점, ‘동의하는 편이다’는 2점, 관
련성 중심 관점에 동의하는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5점, ‘동
의하는 편이다’는 4점, 두 관점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3점으로 채점하였다. 또한,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

기 위해 각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나머지 변인들의 

설명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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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test scores

TAD MIPT
SLEI-p

ALWSS
SC OE IN RC ME

TAD   -
MIPT .331**   -

SLEI-p

SC .291** .177*   -
OE .306** .078 .334**   -
IN .141* .009 .328** .016   -
RC .160* .116 .365** .233** .254**   -
ME .312** .232** .332** .231** .172* .136   -

ALWSS .365** .386** .294** .428** .098 .134 .262**   -
**p < .01  *p < .05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test scores

Variable Maximum score possible Mean SD

Epistemological views on theory and data (TAD) 35 27.20 3.99
Science process skills (MIPT) 40 25.16 9.19

Perceptions of preferred laboratory 
learning environment (SLEI-p)

Student cohesiveness (SC) 35 26.91 4.78
Open-endedness (OE) 30 21.95 3.71
Integration (IN) 35 23.65 5.13
Rule clarity (RC) 35 24.50 4.53
Material environment (ME) 35 28.47 3.97

Attitudes toward laboratory work (ALWSS) 80 56.84 9.80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각 하위 범주,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를 

예언 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의 상관 관계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과학 과정 기술, 선호

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

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점수의 평균

(27.20)은 적절한 인식론적 관점인 관련성 중심 관점을 나타

내는 28점에 근접하였다. 즉, 고등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

한 인식론적 관점은 관련성 중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학 

과정 기술 검사 점수의 평균은 40점 만점에 25.16으로 높지 

않았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의 하위 범

주별 점수의 평균은 모두 총점의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은 동료 간 협의와 다양한 실험 방법이 허용되

고 이론 수업과 연계되며 지켜야 할 규칙이 명확하며 양질의 

물리적 시설이 갖춰진 실험 학습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점수의 평균도 총점의 중

앙값보다 높았으며, 이는 학생들의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점수와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

한 태도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과학 과정 기술 검사 점수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 = .331, p < .01). 
즉, 실험 설계, 자료 분석, 결론 도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인 과학 과정 기술과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자료에서 결론이 자동

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자료 중심 관점이 수집한 자료를 증거

로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실험 학습 과정을 방해할 수 있

다는 주장26을 뒷받침한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도 응집성, 개방

성, 통합성, 준칙성, 물리적 환경의 모든 하위 범주 점수가 이

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 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

이 있었다(r = .141 ~ .312, p < .05). 즉, 동료 간 협력과 다양한 

실험 방법이 허용되고 이론 수업과 연계되며 지켜야 할 규칙

이 명확하며 양질의 물리적 시설이 갖춰진 실험 학습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이론과 자료와의 관계에 대해 관련성 중

심 관점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의미의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16에

서 응집성과 개방성 범주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것

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 통

합성, 준칙성,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 실험 학습 환경에 대

한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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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variables predicting epistemological views on theory and data

Step Variables entered Standardized coefficient R R2 R2 change 

1 ALWSS .158 .365 .133 .133** 

2 ME (SLEI-p) .179 .428 .184 .050** 

3 MIPT .214 .463 .214 .031** 

4 OE (SLEI-p) .180 .490 .240 .026* 

**p < .01   *p < .05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점수도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

식론적 관점 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 = .365, 
p < .01). 즉, 실험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

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적절한 인식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 과정 기술에 관한 인식론 측면 중 

하나인 과학적 방법에 대해 적절한 인식론적 관점을 지닌 예

비 교사가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었다는 선행 연

구27의 결과와 일관된다.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변인은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

한 인식 중 물리적 환경 범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개방성 범주였으며, 전체 변량의 

24.0%를 설명하였다.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

점 전체 변량의 13.3%를 설명하였다. 최근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자체에 대해 반성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10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론과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활동에 대한 반

성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학생들은 부정적인 학생들보다 실험 활동에 진지

하게 임함으로써,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촉진되어 관련성 중심의 인식론적 관점이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중 물리적 환경 범주

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추가적으로 5.0% 설
명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환경은 학습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으므로,24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실험 학습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실험의 목적을 타당성있

는 자료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도출

할 결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를 중요시하므로28 실험

실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

한 인식은 실험에서 자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론과 자료에 대한 관점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험 학습의 목적을 알려진 지식을 재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오류 없는 자료를 얻기 위해 물리적 환경

의 개선을 희망할 수 있으므로,16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

후 연구로 실험 학습의 목적 인식 유형에 따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학 과정 기술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추

가적으로 3.1%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측정 

및 자료의 통계적 분석 등의 과정 기술을 학습한 후 과학자가 

알고 있는 이론이 자료 분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적절

한 인식론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29와 일관

된다. 이는 학생들이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등의 과학 과정 기

술에 숙달되는 과정이 이론과 자료와의 관련성에 대한 반성

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기30 때문으

로 해석된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개방성 범주는 이

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추가적으로 2.6% 설명하

였다. 개방적인 실험 학습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실험의 

목적을 탐구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탐색하거나 더 설득력있

는 설명을 제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16 이와 같이 

실험을 지식의 생성 및 타당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실험 

활동이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

제하므로, 이론과 자료에 대한 관련성 중심의 인식론적 관점

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 범주 

중에서 응집성, 통합성, 준칙성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

적 관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응집성, 통합성, 
준칙성 범주는 모두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유

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개방성 범주, 물리적 환경,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의 설명

력에 가려져 인식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데 독자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 측면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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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실험 학습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되고 있

다.31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

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과정 기술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중다 회귀 분석을 실

시한 결과, 과학 과정 기술은 인식론적 관점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다. 이는 과학 과정 기술이 과정 기술 자체에 대한 반성

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 과

정 기술의 학습이 모든 측면의 인식론을 발달시키지는 않는

다는 연구들8-10을 고려할 때, 과학 과정 기술은 인식론 중에서

도 특히 과학 과정 기술과 직결된 측면에 대한 관점과 관련성

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수용 또는 기각하는 과정은 가설의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의 발달에는 영향을 주지만,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

다.9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모든 하위 

범주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유의미한 상관

이 있었다. 그러나 각 범주의 설명력을 조사한 결과, 개방성 

및 물리적 환경 범주만이 인식론적 관점을 유의미하게 예측

하였다.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개방성 및 

물리적 환경 범주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6 연구 결과, 이러한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

으로 실험의 목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이론과 자료에 대

한 인식론적 관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도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

식론적 관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의 발달에 실험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생들이 실험 

활동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데에 수업에 대한 

감정이나 흥미와 같은 정의적 변인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험 학습과 관련된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과

정 기술과의 관련성은 과학 과정 기술이 강조된 실험 수업이 

이론과 자료의 관계를 포함한 과학 지식의 타당화 과정에 대

한 과학의 본성 교수ㆍ학습에 적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러나 실험 수업을 통해 과학 과정 기술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는 학생들이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인식론적 관

점을 갖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10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가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던 이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론과 자료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

론의 이해 향상을 위한 실험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실험을 통

해 과학 과정 기술과 이와 관련된 인식론적 측면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실험의 소재나 내용을 선정한다

면, 학생들이 과학 과정 기술과 관련된 인식론적 측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

로,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을 과학 과정 기술 등과 

동등하게 과학 수업의 목표로 삼고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도 

과학의 본성 이해 향상을 위한 실험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10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의 ‘탐구’는 현

행 과학 교육 과정에서 유일하게 과학에 대한 인식론을 명시

적으로 제시하는 단원이므로, 이 단원에서 과학 과정 기술과 

직결된 인식론에 대해 학습할 때 실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론과 자료의 관계 등의 과학 과정 기술과 직결된 

인식론 측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초 연구로

서 과학 과정 기술과 직결된 인식론의 세부적인 측면을 구체

화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조사하는 등의 연구가 요

구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의적 변인이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만 제기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정의적 변인인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의 인식

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던 결과로 볼 때, 실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의적 변인과 이론과 자료에 대

한 인식론적 관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7- 
B00641).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Cu-
rriculum of Scien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
nology: Seoul, Korea, 2009.

  2. National Research Council. Inquiry and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2000.

  3. Lederman, N. G.; Abd-El-Khalick, F.; Bell, R. L.; Schwartz, 
R. S. J. Res. Sci. Teach. 2002, 39, 497.

  4. Driver, R.; Leach, J.; Millar, R.; Scott, P. Young Peoples' Images 
of Science;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U. K., 1996; 
p 20.

  5. Vhurumuku, E.; Holtman, L.; Mikalsen, O.; Kolsto, S. D. J. 
Res. Sci. Teach. 2006, 43, 127. 

  6. Park, J. W. J. Korea Assoc. Sci. Edu. 2008, 28, 749.
  7. Jeung, H. 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과학 과정 기술, 선호하는 실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실험 수업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 649

2010, Vol. 54, No. 5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ce and Science Process 
Skills. M. 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01. 

  8. Kim, M. K.; Kim, H. B. Korean Journal of Biology Educa-
tion 2007, 35, 521.

  9. Kim, J. Y.; Kang, S. H. J. Korea Assoc. Sci. Edu. 2007, 27, 169.
10. Khishfe, R.; Abd-El-Khalick, F. J. Res. Sci. Teach. 2002, 39, 

551.
11. Meichtry, Y. J. J. Res. Sci. Educ. 1992, 29, 389.
12. Moss, D. M.; Abrams, M. D.; Kull, J. A. J. Sci. Educ. Tech. 

1998, 7, 149. 
13. Cha, J. H.; Yun, J. H.; Noh, T. H. J. Korea Assoc. Sci. Edu. 

2005, 25, 563.
14. Bell, R. L.; Blair, L. M.; Crawford, B. A.; Lederman, N. G. J. 

Res. Sci. Teach. 2003, 40, 487.
15. Edmondson, K. M.; Novak, J. D. J. Res. Sci. Teach. 1993, 30, 

547.
16. Tsai, C. C. Sci Educ. 1999, 83, 654.
17. McComas, W. F.; Clough, M. P.; Almazroa, H. In The Nature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Rationales and Strategies; 
McComas, W. F.,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
cht, Netherlands, 1998; p 3.

18. Ajzen, I.;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80.

19. Leach, J.; Millar, R.; Ryder, J.; Sere, M. G. Learning and In-
struction 2000, 10, 497. 

20. Cronin, L. L.; Padilla, M. J. The Development of a Middle Gra-
des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Tes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an Francisco, CA, 1986.
21. Noh, T. H.; Kim, D. Y.; Kim, H. K.; Hong, U. K.; Kang, S. J.; 

Chae, W. K. J. Korea Assoc. Sci. Edu. 1997, 17, 45.
22. Radford, D. L. J. Res. Sci. Teach. 1998, 35, 73.
23. Bektasli, B.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tial Ability, Logical 

Thinking, Mathematics Performance and Kinematics Gragh 
Interpretations Skills of 12th Grade Physics Students. Ph.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2006.

24. Fraser, B. J.; Giddings, G. J.; McRobbie, C. J. J. Res. Sci. Teach. 
1995, 32, 399.

25. Kelly, V. B. The Effect of Student Attitude toward Laboratory 
Activities on the Role of the Laboratory in Introductory Phy-
sics Education. M. S. Thesis, University of Wyoming, Lara-
mie, WY, December, 1993. 

26. Rowe, M. B.; Holland, C. In What Research Says to the Sci-
ence Teacher: The Process of Knowing; Rowe, M. B. Ed.; Na-
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Washington, DC, 1990; 
p 87.

27. Martin-Dunlop, C.; Hodum. P. J. College Sci. Teach. 2009, 
39, 66.

28. Ibrahim, B.; Buffler, A.; Lubben, F. J. Res. Sci. Teach. 2009, 
46, 248.

29. Pillay, S.; Buffler, A.; Lubben, F.; Allie, S. Eur. J. Phys. 2008, 
29, 647.

30. Ryder, J.; Leach, J. Int. J. Sci. Educ. 1999, 21, 945.
31. Lunetta, V. N.; Hofstein, A.; Clough, M. P. In Handbook of 

Research on Science Education; Abell, S. K., Lederman, N. 
G., Ed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2007; 
p 39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PageByPag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