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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래사회는 복잡
하고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다
(OECD, 2018).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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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및 도소재의 초등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였다.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은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과학철학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초등교사
들의 인식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학철학의 학습 및 지도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 연수와 교수 학습 방법 개발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
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과학교육에서의 과학철학 도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과학철학교육, 인식 조사, 초등교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science philosophy education targeting 150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education was composed of a 5-point Likert scale based on the interest and experience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reason for difficulty in using it, and the introduction method, the expected effect. As a result 
of the surve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the interest and necessity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was generally high, while the experience of learning and teaching the philosophy of science was low. In addition, 
to the reason why it was difficult to utilize the philosophy of science, teachers answer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teacher training and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a way to introduce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it was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combine the concept learning and inquiry 
method,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xpected effect of using the philosophy of science 
was generally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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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과학교육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과학표준(NGSS, 2013)은 지식습득이 아닌 문제 해
결 중심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MOE, 2015). 과학적 소양은 포괄적
인 과학교육의 목표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으며
(Millar, 2006),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현대사
회 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과학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Lee, 2009). Song et al. (2019)은
과학적 소양을 과학과 관련된 역량과 지식을 갖추
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
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과
학교육의 범위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확
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문제가 야
기되는 미래사회에서 과학적 소양의 중요성이 증
가할 수밖에 없으며(Lee et al., 2019), 과학교육이 과
학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과 철
학적 고찰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Matthews, 
1994, 1998). 최근 들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인
공지능, 기후변화 등 과학기술 관련 쟁점들을 볼
때, 과학기술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들에게 필요한 교양이 되고 있다(Seo, 2019). 이러
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과학의 본성을 우
선적으로 이해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AAAS, 1993; 
NRC, 1996). 과학의 본성은 과학이 무엇이고 어떻
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속성과 가치
를 지니는지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 과학철학, 과학
사, 과학사회학, 과학심리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과학철학은 과학의 본성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McComas & Olson, 1998). 이는 과학
철학이 과학의 방법이나 과학적 인식의 기초에 대
한 철학 탐구이며, 자연 과학의 성과를 분석하고
반성하여 과학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과학의 전제
를 세우며 방법을 탐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과학철학교육은 과학의 개념과 지식 생성 과정, 

과학과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에 대한 것으
로(Losee, 1993),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Psillos & Curd, 2008). 또한 과학철학 기
반의 과학 수업은 제시된 과학 주제에서 나아가 더
넓은 지적 및 문화적 환경 구성 요소 사이의 연관
성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고, 학생

들이 자신의 사회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준
다(Matthews, 2012). 과학철학과 관련된 연구는 주
로 Matthews (1994)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Matthews (1994)는 과학철학이 과학을 개인
적,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시킴으로써
과학과 교육과정을 흥미 있게 만들 수 있으며, 학
생들에게 철학을 행하는(do philosophy)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
가?’ 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
고를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부터 과학철학 및

과학사를 과학교육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Yang, 1992). 대학원생 및 일반 대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철학교육을 적용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Kwon & Park, 1995; Lee & 
Beak, 2019; Song & Kwon, 1991), 예비교사 및 교사
의 과학철학적 관점을 조사한 연구(Jeong et al., 
2005; Kang, 2013; Kang & Youn, 2001), 중학생들에
게 과학사를 이용한 소집단 토론 수업을 적용하여
과학의 본성 및 과학철학적 관점을 분석한 연구
(Jang et al., 2002; Kang et al., 2004), 중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사 읽기 활동을 적용하여 과학철학적 관
점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Kang & Kim, 2013), 교사
들이 가진 과학철학적 관점이 초등학교 수업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Kim, 1999), 과학사 프로
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철학적 관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Yoo, 1998)가 이루어졌다. 그
중 초등학생과 관련된 연구 결과로, Kim (1999)은
현대 과학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초등교사의
수업에서 Klopefer의 과학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정
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Yoo (1998)는
과학사를 주제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6학년 초
등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과학철학적
관점이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된 경우가 많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Son (2007)은 철학교육을 초
등학교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갖도록 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m (2009)은 과학교
과에서 중요 활동에 해당되는 관찰과 실험, 가설과
검증의 과정이 철학교육에서의 탐구공동체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과학철학교육과 관련된 초등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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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초등교사의 과학철학적 관점으로 인한 영
향을 알아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에서 철학교육의 긍정적인 효
과와 과학교육과 철학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과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교육의 필요성
은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철학에 대한 이해
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소양 신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과학철학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은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Yang, 1992). 교사
는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교육 활동이 일어나
기 위한 기본 요소 중 가장 중핵적인 요소이며(Yu, 
2002), 교사의 인식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Fuller, 1969; van den Berg 
& Ros,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과학교육을 실
행하는 주체인 초등교사들이 가진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과학철학에 대한

경험과 관심 정도,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어려운 점, 과학철학 활용의 도입 방안, 과학교육에
서 과학철학을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
하여 초등과학교육에서의 과학철학 도입 방향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은 과학 수업 경험이 있는 초등교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에는 다양한
교과 전담교사가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과학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따라서 설문지의
서두에 과학 수업 경험의 유무에 대한 확인 질문을
제시하고, 과학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총 150명의 초등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기본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남녀 비율은 40명(26.7%), 110명(73.3%)이
었으며, 이 중 교직 경력이 5년 이하 23명(15.3%), 6
년∼10년 37명(24.7%), 11년∼20년 78명(52.0%), 21
년 이상은 12명(8.0%)이었다. 

2. 설문지 개발
설문지는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

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
의 기대 효과 4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과학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Chung and Jung (1995)의 설
문 문항에서 일부를 추출 및 수정하여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 정도와 필요성, 과학철학에 대한 학습
경험과 지도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내용은 Henke and Höttecke 
(2014) 및 Höttecke and Silva (2011)가 제시한 과학
철학사(HPS) 교육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구
성하였다.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해당되
는 문항 내용은 ‘과학철학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
식 부족’, ‘교사 연수 부족’, ‘교수 학습 방법 개발
부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강조 부족’이다.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Henke and Höttecke (2014), Maurines and Beaufils 
(2013)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과학사 영역에 포
함’, ‘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 ‘과학철학 학
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였다. 그 외 Chung 
and Jung (1995)이 과학사의 도입 방안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제시한 ‘독립된 단원 추가, 별도의 교과서
개발, 읽기 자료 제시’를 과학철학으로 수정하여 설
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

한 설문 범주는 Matthews (1994)가 제시한 과학철
학교육의 8가지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Matthews (1994)는 학생들에게 과학철학을 가르침

Table 1. Subjects of perception survey on philosophy of 
science education (N=150)

빈도(%)

성별
남  40(26.7)

여 110(73.3)

교직 경력

5년 이하  23(15.3)

6년∼10년  37(24.7)

11년∼20년  78(52.0)

21년 이상  1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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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과학적 개념 이해’, ‘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이해’, ‘이론과
증거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탐구 방법에 대한 이
해’, ‘오개념 변화’, ‘STS에 대한 이해’, ‘과학에 대
한 흥미 및 관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Table 2와 같이 22개의 문항이며,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의 다섯가지 항목 중 자신의 생
각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과학
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

들의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
발한 설문지는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박사과정 2
인이 주 1회 세미나를 통해 총 4회 수정 및 보완하
였으며, 검사 도구의 Cronbach α 신뢰도는 .741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과학철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
문 문항 서두에 설문의 목적과 과학철학의 정의를
요약하여 안내 자료로 제공하였다. 과학철학의 정
의는 2015 과학지도서에 제시된 과학의 본성에 대
한 내용 중 과학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구
성하였다. 발췌된 내용은 과학철학이 과학의 정의,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survey on teachers’ perceptions of philosophy of science education

범주 내용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도

과학철학에 대한 학습 경험

과학철학을 활용한 학습지도 경험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도입 필요성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한계1-과학철학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한계2-과학철학 관련 교사 연수 부족

한계3-과학철학 활용을 위해 개발된 교수 학습 방법의 부족

한계4-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강조 부족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방안1-독립 단원으로 추가하여 과학철학을 다룸

방안2-과학사 영역에 과학철학을 포함하여 다룸

방안3-별도 교과서 개발하여 과학철학을 다룸

방안4-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하여 과학철학을 다룸

방안5-과학철학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6-읽기 보조 자료의 형태로 과학철학을 다룸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

효과1-개념 이해

효과2-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이해

효과3-이론과 증거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효과4-과학적 탐구 방법 이해

효과5-오개념 변화

효과6-다양한 학문 간 융합적 이해

효과7-과학, 기술, 사회 관계 이해

효과8-과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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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지식의 특성, 과학적 방법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과 과학철학으로 과학의 본성
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교사 150명의 설문 결과는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과학철학교육의 도입 방안, 과학철학교육의 기대
효과의 4가지 범주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이 실시
되었다. 각 범주에서 추가 서술 응답을 제시한 교
사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중 설문지 문항의 내용
을 그대로 서술한 경우를 제외한 9명의 서술 내용
을 발췌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응답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철학을 활용한 학습지도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교사와 과학철
학을 활용한 학습지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그렇
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으로 응답
한 경우) 교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철학에대한관심과경험에대한인식
과학철학의 관심과 경험에 대한 문항은 과학철

학에 대한 관심 정도, 과학철학에 대한 학습 경험
과 지도 경험,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도입 필요성
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조사하였다.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률과
평균은 Fig. 1과 같다.
과학철학의 필요성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은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
다’,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82.7%로, 대부분의 초
등교사들이 과학철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
다.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평균 3.34점이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한 수는 52.7%로 나
타났다. 지도 경험과 학습 경험은 각각 평균 2.27 
점, 평균 2.39점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의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도와 과학교

육에서 과학철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
철학 도입의 필요성에 비해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
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과학사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필요
성에 대해 조사한 Chung and Jung (1995)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보여진다. Chung and Jung 
(1995)은 과학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비해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과학사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에 참여
한 초등교사들의 과학철학의 학습 경험 정도는 평
균은 2.39점으로, 과학철학의 관심과 도입의 필요
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과학철학의 중요성과 수
업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보고한
King (199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
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습 및 지도 경험은
부족하지만 과학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 과학철학을 활용한 학습 지
도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중 교사 A, 

Fig. 1.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interest and experience of philosophy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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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 교사 C는 과학철학교육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과 철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습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적합하다. ”-교사 A

“과학교육학 같은 것 공부할 때 과학의 본성과 관련하여 

과학철학에 대한 것을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의식해서 활용하기보다는 과학 수업 중에 과학철학과 관

련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적은 있다.”-교사 B

“과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철학 없이 이론과 기술

만으로 접근하는 교육은 위험하다고 본다. 의미를 찾고 

내면화하는 과정에 과학철학이 필요하다고 본다.”-교
사 C

교사 A는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철학의 상호보완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교사 B는 과학교육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과학철학교육을 접한 적이 있으며, 과학
수업 중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학철학 관련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교사 C
는 철학이 모든 교과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측면
에서 과학 교과 또한 철학교육이 기반되어야 하며, 
과학의 의미를 찾고 내면화하기 위해 과학철학교
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교양
및 과학교육에 특화된 철학교육이 필요하다는 Haro 
(2020)의 견해와 일치한다. 
과학철학교육의 지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

사들 중에서는 과학철학교육의 관심과 경험에 대
한 추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2. 과학철학활용이어려운이유에대한인식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문항은

과학철학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과학철학
관련 교사 연수 부족, 과학철학 활용을 위해 개발
된 교수 학습 방법의 부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서의 강조 부족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문항에서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조사하
였다.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은
과학철학 활용을 위한 한계점이 될 수 있으며, 동
시에 교사들이 과학철학 활용을 위해 무엇을 요구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
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률과
평균은 Fig. 2와 같다. 
초등교사들은 과학철학교육의 활용이 어려운 이

유에 대해 한계2-교사 연수의 부족(3.77점), 한계3-
교수 학습 방법 개발의 부족(3.67점), 한계1-활용 방
법에 대한 지식 부족(3.54점), 한계4-교육과정 및 교
과서에서의 강조 부족(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교사 연수의 부족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각 항목

별 평균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초등교사들은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렵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철학과 관련된 ‘연
수의 부족’이 과학철학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점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Fig. 2.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use philosophy of science.



<연구논문> 초등교사들의 과학철학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강은주․김지나 413

과학철학의 지도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중 교사 A는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대에서 과학철학교육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들은 과학철학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을 것 같다. 

과학철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학 수업시

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예로 들어서 과학철학과 관련하여 과학수업시간에 우리

가 감각기관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

는 점을 소개할 수 있다. 예로 들어 자를 흔들었을 때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 휘지 않은 것처럼..(중략)..”-교
사 A

교사 A는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교사
교육과정에서 과학철학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
에 과학철학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교사 A는 과학철학의
학습 경험과 관련된 설문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교사이다. 교사 A는 교육대학교에서
과학철학을 접할 수 없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 과
학철학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학철학적인 부분을 소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들이 과학철학을 적용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자
신감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Wang and Marsh (2002)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 교육에서 과학철학교육을 강조하거나 초등교
사들에게 과학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과학철학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과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 중 교사 E, 교사 F, 교사 G는 과학철학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
하였다.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한 적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한

다.”-교사 E

“과학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 선생님들

이 과학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수가 먼저이다. 

그 다음 구체적인 수업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면 교사들

이 과학철학을 적용한 과학수업 실행이 쉬울거라 생각한

다”-교사 F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어쩌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철학까지 접목한다면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교사 G

교사 E는 과학철학을 과학수업에 활용한 경험의
부재를 과학철학 활용의 어려운 점이라고 추가 의
견을 제시하였다. 교사 F와 교사 G는 과학철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철학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전공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으며,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Kim (2016)의 견해
와 일치한다. 또한 과학철학에 대한 거리감은 Fig. 
1과 같이 초등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학교육에
서 과학철학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에 비해 과
학철학의 학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관련
있다고 보여진다. 과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이
없는 교사 F는 과학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
수와 수업 적용 방안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Henke and Höttecke (2014)는 과학철학교육을 과
학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 프로그
램과 교육 자료가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과학철학 활용
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교사들을 위한 과학철학교
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식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항은 독립된 단원으로 추가, 과학사 영역에
추가, 별도의 교과서 마련, 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
과 병행, 평가, 읽기 보조 자료로 제시에 대한 것으
로 각각의 문항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조사하였다. 과학교육에서 과학
철학교육의 도입 방안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
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과 평균은 Fig. 3과 같다.
초등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철학의 도입 방안은

방안4-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3.98점), 방안
2-과학사에 추가(3.59점), 방안6-읽기 보조 자료로
도입(3.66점), 방안5-평가(3.01점)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방안4-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해당되는 응답률은 8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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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철학의 도입 방안에
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인 항목은 과학사에 추가, 개
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 읽기 보조 자료 제시
로 나타났다. 평가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초등교
사의 인식은 3.0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립 단원으로 추가하거나(방안 1) 별도 교과서를
개발하여 과학철학을 도입하는 것(방안 3)에 대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중 교사 A, 교사 B, 교사 C, 교사 D는
과학철학의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
견을 제시하였다.

“과학 교과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독립된 단원으로 추가

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탐구 단원처

럼 첫 단원에 제시해서 왜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하고, 

과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교사 A

“매 수업과 실험과정에서 과학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녹

여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조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교사 B

“과학철학이 과학교육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이야

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관련된 이

야기 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왜요?하고 생각할 수 있

는 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과학철학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철학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교사 C

“과학철학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평가로 활용될 경우,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교사 D

교사 A는 과학철학을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탐
구 단원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여 명시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교사 B는 간접
적으로 매 수업과 실험과정에 과학철학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보조자료가 필요함을 추가
의견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에
게 철학교육을 독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교과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Son (2007)의 견해와 일치한
다. 교사 C는 설문 문항 외에 과학철학의 도입 방
안으로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Im (2009)
은 토론식 방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을 교과에 적
용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리
드하는 질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
사 C가 제시한 교사의 이야기 능력은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 D는 과학철학이 주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평가로 활용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 중 교사 G, 교사 H, 교사 I는 과학철학의 도
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
였다.

“과학철학을 도입한다면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거나 새로

운 단원에 넣는 것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Fig. 3.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introduction of philosophy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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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과학철학이라는 용어를 꼭 제시하지 않더라도 과

학철학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여 실험과정이나 읽기

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교사 G

“읽기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수업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교사 H

“과학철학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서에 과학철학적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과학철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실례를 많이 들어주면서 왜 이런 개념들이 나오

게 되었는지, 과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다.”-교사 I

교사 G는 과학철학을 별도의 과목이나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과학교과 내용에 적합
한 과학철학 내용을 포함하여 소개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교사 H는 읽기 자료의 형태로 과학철학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으나, 구체적
인 방안이 없다고 하였다. Kang and Kim (2013)은
과학사 읽기 자료가 중학생들의 과학철학적 관점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사의 역량이나 수
업 진도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
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읽기 자료 형태로 과학철학교육 자료를 개발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
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 I는 과학철학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도서

에 과학철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지도서는 교사들이 관련 내용 지식을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Ball & Cohen, 1996),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수 학습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Jeon,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 지도서의 의
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Han & Noh, 2003). 따
라서 과학철학을 지도서에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
은 교사의 과학철학교육 도입과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도입한 교과서는 교

사와 학생에게 현대 과학지식에 부합하는 과학철
학적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Youn, 2017). 그러나 과학철학의 도입 방안에

서 별도 교과서 개발과 독립된 단원 제시에 대한
교사들의 회의적인 응답 결과를 볼 때, 과학철학의
도입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교사들은 과학철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과학철학이 별개의 교과나 단원이 아닌, 기존
의 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에 포함하여 가르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

에 대한 인식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로 대표적인 8가지(과

학적 개념 및 이론 이해, 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이해, 이론과 증거
의 관계 이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 오개념 변
화, 다양한 학문 간 융합적 이해, STS 이해,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증진)를 제시하고 각각의 문항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조사하였다. 과학철학 활용의 효과에 대한 초등교
사들의 응답률과 평균은 Fig. 4와 같다.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

식은 효과7-STS 이해(4.32점), 효과2-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이해
(4.21점), 효과6-다양한 학문 간 융합적 이해(4.20
점), 효과4-과학적 탐구 방법 이해(4.15점), 효과3-이
론과 증거의 관계 이해(4.11점), 효과1-개념 이해
(3.91점), 효과8-과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증진(3.87
점), 효과5-오개념 변화(3.7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과학철학 활용의 효과에서 ‘효과7-STS 이해’와
‘효과2-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
의 생성 과정 이해’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에 해당되는 응답률은 각각 90.0%, 88.0%로 높게
나타났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개념 이해와
과학적 탐구 방법 함양을 통하여 과학적 소양을 기
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과학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볼 때,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는 과학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부
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

한 각 항목별 평균은 모두 3점 이상으로, 과학철학
활용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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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과학, 기술, 사회 관계 이해’로 나타났다. 
Cheon (2015)에 의하면 과학철학과 STS와의 만남
은 과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과학, 기술, 사회 관계가 과학사, 과학철학, 과
학사회학, 과학정책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Cheon, 2015).
과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중 교사 B, 교사 C는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
였다.

“여러 가지 교과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초등학교

에서 과학철학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또 보통 학생들은 과

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과학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과학철학교육으로 과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교사 B

“과학철학교육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학습 부진 학생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

에게는 동기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교사 C

교사 B는 과학철학교육이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학철학을 활용한 교육으로
인해 과학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B는 철학교
육 자체가 사고 교육이라고 주장한 Son (2007)의 견
해와 같이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자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C는 ‘과학에 대한 흥
미 및 관심 증진에 도움을 줌’과 관련하여 과학학
습의 동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추가 의견에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과학철
학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Lee 
and Beak (2019)은 과학사, 과학철학을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공계열
학생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전공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으며, 인문계열 학생들은 교양
수준에서 과학 지식을 접하고 과학과 사회의 밀접
한 연관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Lee & 
Beak,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교사들 또한 과
학교육에 과학철학을 활용했을 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과학철학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과학
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로 나누어 과
학철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초등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철학에 대한 관

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철학의 학습 경험과 과
학철학을 활용한 지도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

Fig. 4.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expected effects of philosophy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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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서술 응답에서 예비 초
등교사 교육에서 과학철학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
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예비 교사교육에서의 과학철학교육 경험 부재는
초등교사들의 과학철학 학습 경험 및 지도 경험 부
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상당수의 교사들이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과학철
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과학철
학 학습 및 지도의 경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들이 과학철학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철학교육을 예비 초등
교사 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의 활용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초등교사들이 과학철학을 과학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특히, 초등교사
들은 과학철학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부족하기 때
문에 과학철학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수에서 과학철학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초등교사들에게 과학
철학을 과학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사들은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을 도입하

는 방안으로 ‘개념 학습 및 탐구 방법과 병행, 과학
사에 추가, 읽기 자료로 제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교과서를 마련하거나 독
립 단원을 추가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초
등교사들은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과학철학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초등과학교육에 포함하여 도
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개념학습 및 탐구 학습 방법에서 과학철학
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방향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사와 관
련하여 읽기 자료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초등과학
교육에서 과학철학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STS 이해’, ‘과학 개념
및 이론의 발달 과정과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이
해’,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적 이해’, ‘과학적 탐구

방법 이해’, ‘이론과 증거의 관계 이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
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학철학 활용의 기대 효과가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부분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교사들은 초등과학교육에
서 과학철학을 활용하는 것이 과학교육 목표 달성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이며 중핵적인 요

소이다. 예비 초등교사 및 초등교사들에게 과학철
학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의 본성 이해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과학수업에서 과
학철학교육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
서 과학철학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의 요구를 고려
한 과학철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예비교사를 위
한 과학철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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