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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특성에 맞는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태도, 과학 진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영재학생 1학급 17명이며,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은 22차시에 걸쳐 적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근사유의

확률 .005). 과학의 본성 하위 요소 중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속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근사유의확률 .029). 이는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

째, 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적 태도의 7가지 하위 영역 중 개방성과

창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p<.05). 셋째, 과학영재의 과학 진로지향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5).

주제어: 과학영재,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과학적 태도, 과학 진로지향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cience History Based Chemist Inquiry Program’ for the science-gifted

in high school and investigated the application effects on the understanding toward the nature of science, scientific attitudes,

and science career orien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one class of 17 scientifically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Science History Based Chemist Inquiry Program’ was applied during 22 class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cience gifted students’ understanding toward the nature of sci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pproximate significance probability .005). Property of the scientific model, sub-domain of the nature of science, is significantly

improved (approximate significance probability .029). This result show that ‘Science History Based Chemist Inquiry Program’

can improve the scientifically gifte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nature of science. Second, the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cientific attitude wasn’t changed significantly. However, the openness and creativity in the sub-domains of the scientific attitud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p<.05). Third, science career orientation of science-gifted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

nificant change. But the value of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science career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p<.05).

Key words: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Science history based chemist inquiry program, Understanding toward nature of sci-

ence, Scientific attitude, Science career orientation

서 론

일반적으로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적 소양을 지닌 인

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과학적 소양은 과학의 본질적 개

념, 과학적 활동의 본성, 사회와 문화 속에서 과학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며, 과학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으

로서의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에 대한 이해는 과학

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1 한편,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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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21세기에서 과학 분

야에 우수한 가능성을 보유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은 국가 발전 뿐 아니라

과학영재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

학영재 교육에서도 과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알고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창조적인 지

식이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2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 연구3,4

에 의하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인지적인 영역에 치

우쳐 있다. 또한 영재교육의 정책 방향을 영재교육 대상자

의 양적 확대에 두고, 영재교육과정 상에서도 인지적 측면

만 강조함으로 인해 영재 학생들이 성장하여 그 재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5 과학영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결정한다

고 볼 때, 영재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며 효과

적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질적 향상 부분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래의 과학자로서 과학영재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과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아는 것 못지않게 과학의 본성

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2,7,8,11 과학영재들은

장차 전문 과학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으며,2 이를 위

해선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이해해야 하

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의 학문 특성과 구조는 잠정성과

주관성, 이론 의존성 및 사회와의 상호 관계성 등을 포함

하며 이를 과학의 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므로,6 과학

의 본성은 과학영재가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다.7,8 과학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과학사의 유용성을 들 수 있다. 과학사는 과

학 지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으며 사회나 문화의 영

향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보여줄 수 있으므로,9 과학

의 본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교육

에 과학사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9,10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영재 교육에 과학사를 도입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11

첫째, 과학자 사회가 인정하는 패러다임에 적합한 사실

이나 법칙, 이론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지식체계를 서술한

자료들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수학습은 과학의 법칙이

나 이론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능하며 잠정적이

라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과학사는 과학지식이 절대 진리

가 아니라 자연관이나 세계관과 함께 발달되어 왔다는 것

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학사는 과학철학의 현대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과학사는 과학이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

해온 것을 인식하게 하므로 사회 속에서 과학의 역할을 고

찰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점 등

과학과 사회에 관련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학사는 과학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이

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을 현재의 과학개념으

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과학사는 과학자들의 과학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자들이 그랬

듯이 정의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학의 본성 관련 연구는 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소집

단 토론 수업 및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과학의 본성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12−16 등이 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과 관

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17−19는 매우 부족하며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 및 읽기 활동을 중학교 2학년 과학영재들에게 적

용한 연구,17 중학교 2학년 과학영재들에게 명시적 과학

본성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19에서도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같이 과학영재의 과학

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용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재의 특성에 기반한 과학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영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학습

자의 인지수준에 관계없이 과학개념 성취도와 창의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1 그러나 아직

과학영재교육에 과학사를 도입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연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과학적

개념 이해, 과학탐구 능력뿐 아니라 과학적 소양, 더 나아

가 과학적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 관련 태도는 학생들이 자라서 과학에 관련

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과학 관련 태도는 과학의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며 과학에

관련된 인식, 흥미, 가치에 해당하는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cience)와 합리성, 비판성, 판단 보류, 객관성, 인내

성, 협동성 등에 해당하는 과학적 태도(scientific attitude)로

분류된다.21 이 중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

동하려는 경향성의 문제로서 과학탐구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자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22 과학영재 프로그램 적용 전후 과학관련 태도

와 과학 불안도의 관계 및 변화 연구23에서 과학 관련 태도

와 그 하위영역 중 과학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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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다. 또한 과학고 학생들에게 SSC 실험을 적용한 연

구24에서는 과학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SSC(Small-Scale Chemistry)

실험이 중학생 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 창의적 성격 특성

및 과학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25에서 프

로그램 적용 결과 과학적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의 경우

중등영재일수록 단기간 처치를 통한 변화가 어렵다. 실험

처치에 의한 초등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의 변화가 두드

러진 반면,38−40 중등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변화

가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들23,30이 있다.

과학영재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현재 만연해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여 많은 인재들이 과학계로 진

출하게 하는데 있다. 많은 영재교육 종사자들이 이러한 목

표에 동의하고 있는데 반해 과학영재의 진로 교육 및 프로

그램에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카이스트 입학생을

대상으로 장래의 희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과학자나 교

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업가

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7 이는 과학에 흥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과학영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적으로 판단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과학영재에 대한 진로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과학적

태도, 과학 진로지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조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둘째,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과학 진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 참여자는 2012년 경기도 A시 소재 S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영재학생 17명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담임 추천, 영재

성 검사, 심층 면접의 3단계로 구성된 영재 선발 과정을 거

쳐 선발되었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을 적

용하기 전 과학의 본성, 과학적 태도, 과학 진로지향도 사

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

적용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인터뷰와 사후소감문을 통해

학생들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반응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본  과학사는 과학교육에 명시적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

고, 암묵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 과학사적인 교수 방법

은 단순히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과학사를

통해 화학자들이 어떤 질문과 과정을 통해 공기 속 성분

기체들을 발견하였으며 기체들의 공통된 성질에 대해 발

견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현재 교과서에서 쉽게

배우는 과학 개념들이 여러 과학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태도 및 진

로지향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사 기

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과학영재의 과학 관련 목표 요소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학영재의 과학관련 목표 요

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선택

하였다.

셋째, 과학영재의 과학관련 인식 발달을 위한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영재교육과정 모형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교육과정 모형의 큰 틀은

Renzulli의 심화학습 3단계 모형이라고 보고, 여기에 Monk

와 Osborne28의 과학사 수업 모형에 기초하여 구성한 명

시적·반성적 과학의 본성 수업 모형13을 병합하였다. 이러

한 모형을 통해 과학영재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 및 과학자

로서의 태도를 기름과 동시에 과학적 본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다룬

화학자들은 주로 기체 발견 과학사에서 등장하는 프리스

틀리, 라부아지에, 셸레, 블랙, 보일, 샤를, 게이 뤼삭 그리

고 원자 모형과 관련 있는 돌턴, 러더퍼드, 보어 등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

은 과학영재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과학영재교육 전문가 및 과학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사 2인의 프로그램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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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과학의 본성 인식 검사 도구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검사는 STS와 관련된 학생들의

과학철학적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Aikenhead와 Ryan29이

개발한 114개의 다지선다 항목으로 구성된 VOSTS (Views

On Science-Technology-Society) 중 8문항을 추출한 검사도

구30를 이용하였다(Table 1). 

VOSTS와 같이 학생들의 실제 반응을 기초로 하여 개발

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전통적 의미의 타당도의 의미로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일부 문제

만을 추출하여도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였다.29

본 연구에서 구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검사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사전검사에서 .711, 사후검사

에서 .661이었다.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결과물에 대한 채점은 문항에 대

한 반응들을 같은 혹은 비슷한 관점으로 묶어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1, 2, 3점으로 정량화하는 방식31을 사용하였다.

반응들을 분류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5명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반응들을 세 유형, 즉

“사실적”(realistic), “장점을 지닌”(has merit), “순박한”(naive)

중의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

종적으로 각 반응을 그 중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32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 방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의 응답에 대한 점수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의 합의

를 통해 결정하였다.

과학적 태도 검사도구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21는 국가 수준의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인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 3개 영역 48개 검

사 문항 중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 Crobach’s α는 사전검사에서

.665, 사후검사에서 .757이었다. 하위 영역 별 문항 구성은

Table 2와 같다. 

과학 진로지향도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 관련 진로 선택과 관련된 변인을 측

정하기 위해 선정한 검사도구33를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줄인

후 4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한 ‘과학 진로지향도’ 설문지34를

사용하였다.

‘과학 진로지향도’ 설문의 범주는 4가지 하위영역 2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도’,

‘과학 진로 선호도’,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과학

진로 정보의 필요성’ 등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구한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사전검사에서 .765, 사후검사에서 .837이었

다. 하위 영역 별 문항 구성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이다.

과학의 본성 인식은 모수통계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 검정

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비모수통계 방법인 Wilcoxon 부호

검정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과학적 태도와 과

학 진로지향도는 정규성 검정 및 모투 통계의 기본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이며, 모든 데이터는 PASW 18.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Items of the questionnaire on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science

Item No. of VOSTS item  Categories  Contents

1 10111  science and technology  definition of science

2 60211  character of scientist  character of scientist

3 60226  character of scientist  morality of scientist

4 70611  social constitution of scientific knowledge  scientific knowledge influenced by individual 

5 70231  social constitution of scientific knowledge  consensus in science

6 90111  epistemology  theory-laden observation

7 90211  epistemology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model 

8 90411  epistemology  tentativeness of scientific knowledge 

Table 2. Items of the questionnaire on scientific attitude

Sub-categories No. of questionnaire

Curiosity 2, 8, 15

Open-mindedness 9, 16*, 20

Critical-mindedness 4, 10, 17

Cooperation 3, 11, 21

Voluntariness 1*, 5, 12

Endurance 6, 13*, 18

Creativity 7, 14, 19

*negative item

Table 3. Items of the questionnaire on science career orientation

Sub-categories No. of questionnaire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1, 2, 3, 4, 5, 6

Preference for science career 7, 8, 9, 10

Perception for value of science career 11, 12, 13, 14, 15, 16

Necessity for information of science career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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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사전점수, 사후점수의 평균, Wilcoxon

부호 검정의 결과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즉,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

상 집단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상이 보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VOSTS 검사 도구를 이용

하여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학생 19명에게 적용

한 연구30 결과를 보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점 척도에 2.40점이었다. 검사 도구의 적용 대상 학년과

측정 환경이 다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순 없지만, 두 집

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유의

미한 결과가 다른 영재교육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

램’을 실시한 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각 문항 별

차이를 Wilcoxon 부호검정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과학적 모형의 속성 영역의 근사유의확률이

.029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

학의 정의, 과학자의 특성, 과학자의 정직성, 과학지식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 과학에서의 합의도출, 관찰의 이론의

존성, 과학지식의 잠정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VOSTS 하위 영역 중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과학적 모

형의 속성에 대한 검사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

지 과학 모형들, 예를 들어 원자 모형이나 분자 모형은 원자

와 분자의 실제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

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대적 과학철학적 관점을 보였다.

이 항목과 관련된 활동 내용은 원자 모형의 변천을 이용한

활동과 명시적·반성적인 토론이었다. 돌턴 시대부터 양자

이론 생성기까지와 관련된 과학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소원자의 시각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조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모형의 예를 들어 과학적

모형이 가진 속성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토론에서

과학 모형의 속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살펴본 후 2차 토

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사적 자료를 조사하고

과학철학적 사유를 수행한 후 2차 토론에서 자신의 변화되

거나 강화된 관점을 공유하고 검증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

시간이 흐르거나 이론이 변함에 따라 모형도 달라지기 때

문이다.’라는 현대적인 견해에 대한 사후 응답 빈도가 사전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사전: 70.5%, 사후: 94.1%). 

반면, VOSTS 하위 영역 중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 중 사전검사의 점수가 낮은 과학에서의 합의도

출, 관찰의 이론의존성, 과학지식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항목은 사전검사에서의 평균이

각각 2.24, 2.29, 1.88로 전체 8가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다. 이는 사전에 ‘순박한’(naive) 인식을 상대적으

로 강하게 드러냈던 영역이 프로그램 후에도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중 과학에서의 합의 도출 항목에서 ‘새 이론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한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에 대한 설득의

Table 4.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understanding about nature of science test scores

M (pretest) M (posttest) Z Approximate significance probability

He understanding about nature of science 2.47 2.70 −2.791a .005
areferenced negative rank

Table 5.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VOSTS items

 Items M (pretest) M (posttest) Z Approximate significance probability

 Science and technology 2.71 2.71  .000a 1.000

 Character of scientist 2.53 2.76 −1.000a .332

 Character of scientist 2.59 2.88 −1.512a .172

 Social constitution of scientific knowledge 1.88 2.06 −1.342a .188

 Social constitution of scientific knowledge 2.24 2.59 −1.730a .083

 Epistemology 2.29 2.71 −1.732a .090

 Epistemology 2.59 2.94 −2.121a .029

 Epistemology 2.94 3.00 −1.000a .332
areferenced negative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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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 이론이 의미 있게 된다.’라는 진술에 전체

연구 대상 학생 17명 중 5명이 ‘새 이론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순박한’(naive)

견해에 해당하는 응답을 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3명의

학생은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과학에서의 합의

도출’ 항목을 수업에서 다룰 때, 원자 오비탈 모형의 과학

사적 형성 과정을 이용하였으며, 과학적 모형의 속성 항목

과 함께 토론의 주제로 활용했다.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

루어진 항목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과학 이론이 그 자

체로 옳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다.’, ‘설득은 자신의 주관적

인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것이며 과학 이론에는 부

적합하다.’는 견해를 고수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과학적 논의 과정보다는 ‘결정적 증거’를 통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가치가 선호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9,35,26 또한, 이러한 ‘절대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

한 선호는 ‘관찰의 이론의존성’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로,

토론 과정에서 ‘관찰은 사진처럼 누가 보아도 동일한 것

이며 그렇지 않다면 잘못 관찰한 것’이라는 견해가 반복

적으로 제기된 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과학지식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에 대한 검사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과학자가 같은 과학 지식을 가졌

다면 똑같은 과학 이론을 각자 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이론은 두 과학자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사전검사의 응답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과학자마다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장점을 지닌’(has

merit) 견해를 선택하였고, 일부의 학생들이 ‘그렇다. 왜냐

하면 과학 이론은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순박한’(naive) 견해를 선택하였다. 프

로그램 적용 후 과학 이론의 변화가 없다는 ‘순박한’ 견해

는 과학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론이 달라진다는 ‘장점을

지닌’(has merit) 견해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

실적’(realistic)인 견해인 ‘연구 방법에 따라 이론이 달라질

수 있다.’를 선택한 학생은 17명 중 사전·사후 각각 1명뿐

이었다. 이 항목과 관련된 과학사적 활동 내용은 산소의

발견과 관련된 프리스틀리와 라부아지에의 다른 이론에

관한 것이었다. 프리스틀리와 라부아지에는 붉은 색 수은

재를 볼록렌즈로 가열할 때 나타나는 기체와 관련된 여러

현상의 지식들을 공유했지만, 프리스틀리는 산소를 ‘플로

지스톤이 부족한 공기’라고 하였고, 라부아지에는 ‘공기

의 여러 구성 성분 중 하나’라 하였다. 영재들은 이와 관련

된 읽기 자료를 접하고, 플로지스톤설의 반증과 관련된 실

험을 하며,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사후 인터뷰 결

과 학생들은 프리스틀리와 라부아지에 및 셸레가 취했던

연구 방법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단

지 현대적이지 않은 ‘과거의’ 과도기적 실험방법이라 인

식하고 있었다. 이는 과학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과거 이론을 잘못된 지식의 일

부로 간주하는 학생들의 성향37을 바꿀 수 있는 ‘연구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성’이 부족했음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의 견해를 ‘사실적인’ 관점으로 발전

시킬 수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하위 영역 중 과학지식의 잠

정성 영역은 사전검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대

과학철학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

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해석가능하다. 프로그램 적용 이후 인터뷰 및 사후소

감문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서 ‘과학과 인간의 비분리

성’, ‘변화로서의 과학’, ‘과학연구의 비윤리적 상황에 대

한 인식’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 결과와 함께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적 태도에 미

치는 영향

‘과학사 기반 탐구 화학자 프로그램’이 과학영재들의 과

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전과 사후의 과학

적 태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의 차이는 –0.02이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t=.239, p>.05).

과학적 태도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호기심(p=.553), 비판성(p=.049), 협동성(p=.864),

자진성(p=.100), 끈기성(p=.6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성(p=.049)과

창의성(p=.035)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문지에 나타난 개방성과 창의성 영역과 관련된 영재들의

두드러진 행동 변화는 다음과 같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

진 친구와 토론을 통해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사전:

4.18, 사후: 4.30), ‘나는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려고 노력한

다.’(사전: 3.76, 사후: 4.06),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사전: 3.71, 사후: 4.00).

이와 같은 결과는 ‘과학사 탐구 프로그램’ 중 과학의 본성

Table 6.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cientific
attitude test scores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Scientific attitude 3.91 .269 3.89 .319 .239 .814



고등학교 과학영재 대상의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827

2013, Vol. 57, No. 6

과 관련된 실험 활동과 토론 과정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방성과 창의성 외의 나머지 5항목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 하위 영역을 합산한 과학적

태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등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변화가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들23,30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개방성과

창의성 항목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과 사후 소감

문 및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실험’,

‘개방적 토론’, ‘과학사에 대한 흥미’ 등이 과학사 탐구 프로

그램의 과학적 태도 향상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 진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영재들의 과

학 진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과학 진로지향

도의 사전점수, 사후점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과학 진로지향도의 사전점수, 사후점수는 모

두 Likert 5점 척도에 평균 4점에 가까운 높은 결과를 보였

지만 사전·사후 점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t=−1.107, p>.05).

과학영재의 과학 진로지향도 사후점수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하고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사전검사의 평균을 살펴보면 과학진로지향도 전체 평

균 점수는 높지만,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항목의 평

균이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영재

들이 과학 관련 직업으로 인해 사회적 혜택이나 윤택한 생

활, 보람, 인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존경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한다는 것을 알

려주며, 과학영재의 진로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41와

맥을 같이 한다.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항목 중 가장 낮은 사전 점수를 보이는 문항은

‘과학 관련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로

Likert 5점 척도에 평균 2.7점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영재들의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에 ‘경제적 안정성’

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카이스트 입학생 장래 희망이 시간이 갈수록 이공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28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p=.019)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도(p=.766), 과학 진로 선호도(p=.579),

과학 진로 정보의 필요성(p=.529)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Table 7.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ub-categories scientific attitude

Sub-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Curiosity 3.98 .606 4.06 .558  −.606 .553

Open-mindedness 3.62 .484 3.76 .511  −2.135 .049*

Critical-mindedness 4.08 .464 4.06 .503  .174 .864

Cooperation 4.10 .368 3.88 .539  1.482 .158

Voluntariness 3.96 .439 3.69 .582  1.747 .100

Endurance 3.94 .412 3.88 .612  .527 .605

Creativity 3.67 .667 3.90 .621  −2.304 .035*

*p<.05

Table 8.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cience career orientation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Science career orientation 3.95 .343 4.00 .407 −1.017 .324

Table 9.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sub-categories of science career orientation

Item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Preference for science learning 4.26 .349 4.21 .320  .303 .766

Preference for science career 3.90 .839 3.94 .832 −.566 .579

Perception for value of science career 3.53 .424 3.78 .478 −2.600  .019*

Necessity for information of science career 4.19 .609 4.10 .679  .643 .52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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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그램’의 진로지향도 향상

과 관련된 항목은 ‘과학사 속 과학자의 삶 따라가 보기, 과

학사 속 과학자의 삶 경험하기, 성공한 과학자에 대한 동

영상 시청 및 소감 발표, 존경하는 과학자 탐구 및 발표’등

이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거 과학자의 인간적

인 삶을 읽기 자료를 통해 접하고, 해당 과학자의 실험 활

동을 따라하는 과정과 함께, 현시대 과학자의 성공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영재들의 과학 진로 가치

인식 수준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종사자의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 일

부 성공한 과학자의 사례를 접하게 하여 과학 진로지향도

를 높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검사의 과학

진로 가치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던 ‘경제적 안정성의 여부’는 사후검사에도 여전

히 낮은 점수인 평균 2.7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학영재

들이 과학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과학관련 진로가 가치 있

고 명예롭다는 인식 수준을 높였지만, 과학관련 진로를 선

택할 때 가지는 경제적 불안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견고

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과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체와 관련된 과학사 속 화학자들의 활

동과 논의들을 중심으로 ‘과학사 기반 화학자 탐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과학적 태도, 과학 진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Renzulli의 심화학습 3단계 모형

과 과학의 본성 수업 모형13을 병합하여 개발되었다. 진행

방식은 명시적이고 반성적인 토론 활동, 과학사 속 실험

탐구 활동 및 과학자에 대한 조사와 발표 등이며, 산소, 이

산화탄소, 수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등을 과학사의 소재

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근사유의확률 .005).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하위 영역 중

과학적 모형의 속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는데(근

사유의확률 .029), 이는 과학사 속 여러 과학자의 다양한

가설과 이론 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모형이 변

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과학사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하위 영역들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지식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 과학에서의 합의도출, 관찰의 이론의

존성 항목이 낮은 사전검사 점수와 함께 사후에도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사 프로그

램이 전체적으로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결론과 함께 보다 간결한 과학

사적 사례의 추가 등으로 차후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과학적 태도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해당 영

재학생들의 사후 인식 조사 결과 ‘과학사 탐구 프로그램’

은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학적 태도의 하위 영역 중 개방성과 창의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5). 이는 ‘과학사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영재의 개방성 및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과학 진로지향도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 그러나 과

학 진로지향도의 하위 영역 중 사전검사 점수가 가장 낮았

던 과학 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향상되었다. ‘과학사 탐구 프로그램’이 과학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경제적인 가능성’을 토의하

여 모색하는 등의 과정과 집단 진로상담 등의 형식을 보충

한다면 과학영재를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

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재능이 있는 과

학영재 학생들의 탐구 능력 및 심화된 지식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과학적 태도 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과학영재의 진로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과

학적 본성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과학사

적 활동 소재를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진로와 관련하여 영재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영재들의 과학계

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지향점 없이 영재 지도 교사 개인

의 역량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에서 보

듯 중등 영재 학급에서의 과학영재의 과학의 본성이나 과

학적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다른 영재 교육 기관의

과학영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과학영재와는 다르게 인지적·정의적 하위 영역별로 천장

효과(ceiling effect) 및 견고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프로그램 투입 이전에 영재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지만 부족한 계발 영역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

해야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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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영재학

급이나 영재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

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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