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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진화론 설명 체계*
김경호****
<요 약>
초등 교사는 교사 교육과정 중에 과학 내용 학습량이 중등 과학교사에 비해 매우 적다. 특히
개념의 위계가 다양하고 폭이 넓은 생물 분야 지식은 중등 교사에 비해 더욱 부족하다. 대부분
의 초등 예비 교사들이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인문 사회 분야를 수강하고 입학한 경우가 많
아 현대 생물학의 핵심인 진화 관련 내용을 학습한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과학교육 동향이
진화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초등 예비교사와 초등 교사들에게 진화 관련
내용 학습이 꼭 필요하다. 특히 지적설계론을 주장하는 연구 집단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연구
와 발표를 강화하는 현 시점에서 진화 관련 교육과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요소인 진화 설명 체계를 구안하고자 하였고, 중등과
학에서 학습하게 될 진화 내용에 관한 안내 역할을 탐색하였다.
주제어 : 초등예비교사, 진화 설명체계, 진화 교육, 지적설계론, 교사 교육, 과학의 본성

I. 서 론
도브잔스키(Dobzhansky, 1973)가‘진화의 개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물학의 그 무엇
도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이래 진화는 현대 생물학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의 기초가
되며, 학생들이 생명 현상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주고, 생물 개념을 통합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과학의 본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생물학의 중심 개
념이다(Kennedy et al. 1998; Rutledge & Mitchell, 2002; Rutledg & Warden, 2002). 그
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진화 개념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정상 과학자들
이 사실로 인정하는 ‘진화론’을 전공자가 아닌 과학자들이‘진화 가설’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시험을 위한 개념’으로써만 인식되어 과학적 이론과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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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속 이론이 분리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이순남, 2011). 더군다나 진화의 일부 핵심 개
념은 비직관적인 특징이 있고, 학습자가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학습한 진화
의 많은 개념이 오개념으로 고착된 영역이기도 하다(Brumby, 1984; 이미숙 등, 2004;
이미숙 등, 2005; 이미숙과 이길재, 2006; 하민수와 차희영, 2006). 특히 우리 나라에서
는 지적설계론(박희주, 2003; 이승엽, 2011)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성
향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강력한 운동이 있
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이 한국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좋은 교사운동’에서는 지적설계론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적
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명수, 2010). 특히 일부 대학원에서 지적설계론을 초중
고 과학 교과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는 연구가 매년 많이 발표 되면서(김수경, 2012; 박
경희, 2011; 송영주, 2016; 심훈, 2013; 유명수, 2010; 이수진, 2018; 최윤정, 2016; 한광
미, 2009) 진화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체계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형편이다.

장대익

(https://terms.naver.com/)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2009년 EBS 다큐팀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중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은 전 인구의 30% 정도이다. 더욱이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가르치자’는 쪽에 손
을 든 사람은 무려 60% 정도나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서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사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교사들과 예
비교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화 설명 체계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생물학 자료 대화방 BRIC(www.ibric.org)에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 도브잔스키의 진화에 관한 언급과 관련된 설명을 자세
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적설계론에 바탕을 둔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각 연구에서
주장하는 반진화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화론 설명체
계를 구안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진화의 주요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한 눈먼
시계공(과학세대, 1994)의 설명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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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BRIC(www.ibric.org)은 생물학 관련 연구와 논쟁을 심도 있게 다루는 국내 최대 포털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서 검색을 통해 진화론 관련 논쟁을 확인하여 연구 결과에 제
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학 가운데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는 지적설계론에 바탕을 둔
학위 논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진화론 설명에 새로운 장을 연 저술로 평가
받는 도킨스의 ‘눈 먼 시계공’에서 언급한 진화 설명 체계를 제시하였다.

1. BRIC 커뮤니티에 제시된 진화론 설명
2012년 교과서에 실린 진화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청원 사건 이후에 교과서의 진화론은 잘 못된 것인가에 대해활
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간이론이 아닌가요’라는 창
조론자와의 대화에서 반론을 들은 질문자의 글로 시작하는 소리마당에, 첫 답 글을 올
린 게시자는 생물학 각 분야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 각 분야는 서로 일정부분 겹치면서 발전합니다.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은
이름이 다를 뿐 일정부분 겹칩니다. 진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진화학은 여러 생물학 연구 분야와 연구 영역이 겹쳐져서 발전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짧고도 단호한 답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진화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진화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논쟁거리를 처음 제시한 게시자의 답글 형식으로 제시하기 때문
에 ‘님’이라는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생물학 전공자들에게
는 아주 익숙한 ‘호메오박스’를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호메오박스는 일반인들에
게는 익숙하지 않은 유전학 용어이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만능키 유전자 또는 사령
관 유전자 등으로 소개되어서 일반인들도 제법 익숙한 용어이다.
‘아마도 님이 만난 창조론자의 의견이 "유전자 비교나 호메오박스 분석과 관련
된 생물정보학이 진화론이라는 목적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생
각이 듭니다만,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의
기전을 생각하다보니 여러 학문에서 알려진 사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호메오
박스도 여러 생물 그룹에서 발견되고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메오 박스가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호메오 박스는 발생학의 결과라고 봐야
하지요. 그것이 기관 발생을 설명하는 기전이 진화적 설명에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학 각 분야를 동원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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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모든 생물학 분야가 발달하
다보니 자연스럽게 진화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 독자들은 생물학 연구 결과가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진화와 연관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물학의 발전이 어떤 한 분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연구 방법이 다
양해지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가 형성되고, 각 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를 아우르는 설명
체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진화론이 없어도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의 발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이나 유전학이 진화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
자생물학이 유전학을 위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특정 분야를 열심히 파다보니 DNA
가 나왔고 그것의 작용을 연구하다보니 생명의 근간임이 밝혀지고 그것이 분자생물
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자생물학의 발전에는 유기화학적 기술이나
물리학적 방법론이 동원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던 분자생물학이 진화론의 설
명과 부합했다는 것이지 진화론을 위해 만들어낸 학문 분야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님과 토론한 그 사람은 말꼬리를 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연구결과가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에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을 하는것 자체가 학문에 대하여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어째서 진화론의 연구결과가
생화학에 적용되야 하나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진화론을
까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그가 "진화론의 연구결과가 생화학이나 분
자생물학에 기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님은 이렇게 답변
하세요. "왜 진화론의 연구결과가 생화학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고요. 수많은 분자
생물학적 생화학적, 유전학적, 고생물학적 연구 결과는 진화를 지지하고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게시자가 끝 문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수많은 생물학 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
들이 진화를 지지하고 증명한다는 것을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해 말꼬리 잡는 형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도 알려 주고 있다.

2. BRIC 커뮤니티에 제시된 도브잔스키와 에른스트 마이어의 진화 설명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안에 답 글 중에서 엘리엇 소버(2004)의 생물학의 철학이라
는 저서 2장을 인용한 부분에서 도브잔스키의 진화 설명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 가운데 일부를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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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입부에서 왜 생물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가 직접 진화를 언급하지 않는지 상
세하게 설명한다. ‘도브잔스키(Dobzhansky, 1973)는 한때 “생물학에서는 진화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자신이
진화생물학자였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리라. 진화생물학과 생물학의 나머지 분야들
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물학에서 많은 영역들은 비진화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분자생물학과 생화학은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이 1953년에 DNA의 물리적 구조를 발견한 이래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분야
에서는 왜 DNA가 유전 암호의 물리적 기반이되는가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
화론적 물음으로서 그들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물음은 아니다. 생태학은 진화론적 쟁점들에
말려들지 않고 진행되는 또 다른 연구 분야이다. 생태학자는 (예컨대 어떤 계곡에서) 공존
하는 여러 종들의 집단 내에 존재하는 먹이사슬 (또는 먹이그물)을 기술하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무엇을 먹는지 발견함으로써 생태학자는 그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 생태학자가 기술하는 종들 내에서 유전자 빈도가 변할 수도 있지만 이
것은 그의 연구의 근본적인 초점이 아니다. 이런 예들을 더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물학의 그렇게 많은 분야들이 진화론적 문제들을 묻지 않고서 진행된다면, 왜 진화론이
생물학의 나머지 분야들에 대하여 중심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설명에

서 DNA 연구로 큰 성과를 얻은 과학자들이나 생태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진화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데도 각각 진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얻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른스트 마이어의 설명을 제시하여 진화에 관한 보다 확실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r, 1961)의 한 가지 구별, 즉 인접적 설
명(proximate explanation)과 궁극적 설명(ultimate explanation)의 구별을 고려하면 진화론을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다. “왜 담쟁이는 햇빛을 향하여 자라는가?”라는 물음을 생각
해보자. 이 물음은 애매하다. 이것은 각각의 담쟁이 넝쿨 내에서 그 식물의 굴광성을 가능
하게 하는 기작을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식물생리학자들이 해결할
문제다. 반면에 이 문제는 왜 담쟁이 (또는 그 조상들)이 햇빛을 향하여 자라는 능력을 진
화시켜왔는가를 묻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식물생리학자는 하나의 생물이 빛을 향하
여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유기체 자신의 생존기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원인과 연
결시킨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같은 현상을 보고 먼 과거에서 설명을 찾아낸다. 식물생리학
자는 (비교적) 인접적이고 개체발생적 원인을 기술하려고 하는 반면, 진화론자는 더 먼 (또
는 “궁극적인”) 계통발생적 설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별은 생물학의 모든 문제
에 대하여 진화론이 최선의 또는 가장 심오한 대답을 준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식물 내의 기작이 어떻게 그것이 빛을 향하여 자라도록 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진화론
적 물음이 아니다. 진화론적 물음은 오히려 어떤 생물학적 현상에 대해서나 물어질 수 있
는 것이다. 진화론이 중요한 것은 문제의 배후에 언제나 진화가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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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의 나머지 분야의 관계는 역사의 연구와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관계와 같다. 경제학
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회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술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그들은 2차 대전 후의 미국을 연구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 내에서
원인들과 결과들이 어떻게 관계지어져 있는가를 보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에 관한
어떤 사실들, 예컨대 2차 대전 직후 그 사회의 구성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사실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역사가들은 이런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들을 과거 속으로
더 추적해간다. 상이한 사회과학들은 종종 그 대상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시간
척도를 사용한다. 개인 심리학은 한 유기체의 일생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들과 결과들을 연
결시킨다. 사회과학과 경제학은 좀 더 긴 시간 간격을 다룬다. 그리고 역사학은 더 큰 시간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적(知的)인 분업은 생리학, 생태학, 진화론 사이
에서 발견되는바 분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이 부분까지의 설명은 다소 장황하게 느

껴지지만 진화와 관련된 연구는 긴 시간이 관여하는 분야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문
단에서 도브잔스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역사성과 학문 분야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의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진화론이 중심적이라
는 도브잔스키의 말은 그 어떤 것도 무역사적으로(ahistorically) 이해될 수 없다는 더 일반
적인 명제의 한 가지 특별한 경우가 된다. 물론 이 말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그 어떤 것
도 그것의 역사에 주의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자생물학은 우
리에게 DNA 분자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를 주었으며, 생태학은 어떤 주어진 공동체에서 먹
이그물이 어떻게 구조지어지는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준다. 진화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런 분야들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들이 헛된 것(fruitless)이 되지는 않는다. 단지 진화를 무
시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설명들이 불완전한(incomplete) 것이 된다는 뜻이다.
도브잔스키의 생각은 진화론과 다른 생물학 분야들이 비대칭적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생
물학에서 그 어떤 것도 진화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
자. 그러나 같은 말을 분자 생물학이나 생태학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어떤 생물학적 현
상도 이 두 분야의 연구로부터 입력받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굴광성(phototropism)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분자 생물학, 생태학, 진화론으로부터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진화론의 중심성에 관하여 여기서 논의된 온건한 설명말고 다른 어떤 것들
이 더 얘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진화가
중요한 것은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그것이 제기하는 물음들이 가장 긴 시간
간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생명 과학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과목이다.’

3.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둔 진화 반대 교육 연구 결과
연구자는 종교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과학의 연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마치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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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높은가 무용이 설명력이 높은가를 비교하는 것처럼 다른 기준으로 같은 현상
을 설명하려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고
자 하는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둔 연구 결과들은 그 특정 종교의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
을지 모르나, 일반적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과학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 김수정(2012)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고등학교 과학 DNA와 생명 관
련 통합 단원의 개발’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정 종교의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는 어느 한 종교의 설명 체계에는 부합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타 종교 또는 종교를 갖지 않는 학습자에게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학 분야에 관한 학습에 과학과 무관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연구를 과학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
으로 연구자는 판단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그 제목을 보아도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는 가치관을 학습자들
에게 제시하고 교육시키려는 시도임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지적 설계 관점으
로 본 세포 단원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경희(2011)에 의해 진행된 연
구는 결론에서 밝히듯이, 지적설계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알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특정 종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가치중립을 중요시하는 과학의 본성과는 완연히 거리가 있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특정 종교의 설명 체계에 바탕을
둔 연구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송영주, 2016; 심훈, 2013; 유명수, 2010; 이수진,
2018; 최윤정, 2016; 한광미, 2009).
이러한 연구 동향은 소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라는 사단
법인 단체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과학교과서를 특정 종교의 설명 체계로 바꾸자고 하는
활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http://www.str.or.kr/main/main.html). 이 단체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2012년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검정이 진행될 때 마치 현행 교
과서 진화 관련 설명에 과학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과
학계를 놀라게 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단체는 꾸준하게 교과서 개정을 목
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4. ‘눈먼 시계공’에서 설명하는 진화
도킨스는 신비스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비의 장막을 열어 그 신비감을 제거하고,
독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눈먼 시계공을 저술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즉,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비감을 제거하여 진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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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 의견
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다윈주의의 설명은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안다고
오해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시간 척도에 대한 인간 뇌의 한계로 인해 진화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 첫 장에서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 또는 자연 현상에서
수립된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증거’라는 논문에서 언급한 시계를 예를 들어 만일
에 신이 있다면 틀임없이 시계를 볼 수 없는 눈먼 시계공일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진
화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망막에 있는 1억 2천 5백만 개의 간상세포를 위시해서 사람 몸 전체 세포수가 10조 또
는 1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이러한 복잡한 세포들의 조합이 무작위적인 배
열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설명의 핵심인 ‘누적적 자연
선택’을 언급한다.
둘째 장에서는 누적적 이고 선택적인 자연 선택의 예로 박쥐의 반향 위치 측정, 즉 음
향 탐지기술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왜 생기지 않았는지를 설명
한다. 즉, 생존 환경에 따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누적적 자연 선택의 예를 설명한다.
셋째 장에서는 작은 변화의 축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때 아시모프가 설명한 헤모글로빈 분자 만들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즉, 바닷가에
서 단순한 거르기 과정을 통해 자갈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는 현상처럼, 단순한 체
를 이용한 선택을 통해서는 가장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헤모글로빈 분자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누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도약이 크게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조절하면 만들어진 생명체가 죽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무당벌
레에서 코끼리 정도로 큰 도약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넷째 장에서는 페일리의 논문에서 언급한 눈을 예를 들어 진화를 설명한다. 절반의
날개 또는 절반의 허파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는 눈 등을 예를 들어 완벽한 경우에만
기관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능이 완성되면 전혀 없는 것 보다 훨씬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완성되지 않은 눈이라도 있으면 눈이 전혀 없는
생명체에 비해 관 자극에 대한 반응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섯째 장에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로 DNA와 RNA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일한 유전 정보에서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특성을 계속 설명한다. 그리고 최초
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었을 유전정보는 DNA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지닌 RNA이었을
가능성을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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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장에서는 최초의 생명체 출현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도킨스 자신이 눈먼 시계
공 이론의 근본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우연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설명을 인용하면서 생명체 출현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진화를 불
완전 하다고 공격하는 특정 종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 부분을 오파린의 원시 수
프 이론과 그레이엄 케언스 스미스의 무기 광물질 이온 그리고 점토의 기능을 극대화
한 앤더슨의 주장 등을 예로 들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끝 부분에 최초의
생명체 출현은 아직도 계속 많은 실험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후반부 5 장은 공통 조상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공진화와 유전자 풀 그리고 창
발성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도킨스는 다양한 진화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와 설명 체계를 경험하
면서 진화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 하지만 앞에서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일반
인들은 진화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
스 하링(2006)의 설명처럼 진화는 모든 동식물이 조금씩 다르고, 모든 동식물이 극심한
생존경쟁으로 힘겹게 살며, 이롭다고 밝혀지는 형질은 유전의 도움으로 전체 종의 대
부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간단한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종 내의 다양성과
자연에서의 심한 경쟁, 그리고 유전이 종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내
용을 이해하면 진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도킨스(1994)의 설명처럼 일반인들은 이
해하기 어려운 물리 법칙은 이해하려 들지 않으면서, 진화는 다 이해한다고 잘 못 생
각하고 자신들의 믿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진화에 관해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둔 비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마치 정상 과
학의 연구 결과처럼 포장하여, 진화가 과학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육대학에서 재학하는 동안 과학을 수강하는 학점이 매우 적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등교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자세한 진화 설명은 되도록 줄이
는 것이 교사들의 정확한 진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교사나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화를 설명할 때에는 단순한 언명
으로 이루어진 하링(2006)의 진화에 필요한 3가지 조건처럼 간명한 설명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한다. 덧붙여서 특정 종교에서 언급하는 지적설계론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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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언급할 것을 제안한다.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연구 사이의 차이를 간략하게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 자세하고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
기 때문이다.
나아가, 초등학교 교사 연수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 진화와 관련된 논변 활동을 개
설할 것을 제안한다. 입시나 교사 자격시험 등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진화 관련 내용은 과학의 본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연수 교재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간된 유초중등 과학교육의 체
계(곽영직, 2013)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박병윤과 권경훈, 2013)처럼 과학 교육 과정
전반적 체계를 다루는 저서들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을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 이어 초등학교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
되기를 제안한다.

□논문접수: 2018년 7월 31일 / 수정본 접수: 2018년 9월 10일 / 게재 승인: 2018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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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olution Explanation Scheme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Kim, Kyoung-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a very small amount of science content to be
taught during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compared to the secondary science
teachers. In particular, knowledge of the wide range of conceptual hierarchies and
wide breadth of biology is even more inadequate than that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Most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take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high school selection curriculum and rarely learned about the
evolutionary contents which is the core of modern biology. Recently, science
education trends are strengthening the explanation system centered on ev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learn evolution related content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particular, evolutionary education and research are
needed at the present time to strengthen research and presentations that deny
evolutionary theory in research groups claiming intelligent design theory.
In this study, an explanation system for evolution, which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life sciences was constructed. And the role of guidance
on the evolutionary contents to be learned in secondary science was explored.

Key words :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Evolution Explanation System, Evolution Education,
Intelligent Design Theory, Teacher Education, Nature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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