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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과 사회, 기술과의 관계는 현대 사회로 갈수록 긴밀하게 연관되어 다양한 가치 갈등을 일으키
게 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적 소양은 현대의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사이버 과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이 의사결정 유형, 과학에 대한 흥미,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 활동 수업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관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과학에 대한 흥미는 의
사결정 활동을 통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SSI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는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의사결정 상황을 제
시하고 의사결정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더 자주 제공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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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은 사회의 각 분야와 밀접한 관계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 활동은 과학 본연의 필요와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정치
적 상황과 과학자의 가치, 윤리적 판단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필연적으로 과학자
의 과학 활동은 사회에 점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학 개념의 이해와
탐구 능력의 신장과 함께 과학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미 오
래 전부터 과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과학적 소양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Yager, 199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학과 사회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학-기술-사회의 주요 논쟁이 되는 문제들에 참여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NSTA, 1982; NRC, 1996).
과학적 소양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 Bybee(1987)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을 정보 수집,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
인 기능인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
된 문제들을 통한 과학교육이 필요하며,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 과학 관련 사
회적 문제(SSI: Socio-scientific Issues)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Sadler et al., 2006; Zeidler, et, al., 2005).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관련하
여 수많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학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
인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
사결정의 학습은 초등학교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보다 잠재적인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관련 사회적 문제(SSI)는 과학적 문제이면서 사회와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
으며 정답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에 의해 보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말한다(Zeidler et al. 2005). 다시 말해,
SSI는 STS의 교육의 연장성에서 과학의 윤리성, 도덕적 판단, 학생 정서의 발달을 고
려하는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Zeidler et al, 2002). SSI는 본질상 정
답이 없으며, 비구조화되어 있고, 다양한 논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SSI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발달될수록 더욱 다양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SSI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지식들을 평가, 선택, 종합, 적용하여 대안적 가치들을 검
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단계적 과정을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Banks & Clegg, 1973). 이는 SSI에 대하여 과학 지식과 과학적
가치를 개인 및 사회적 가치와 비교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인을 양
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한다(Ost & Yag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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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STS 교육의 측면에서도 활발
히 연구되었으며(김지현, 2000; 정은영, 1999; 조희형과 최경희, 2002), 최근 SSI에 대
한 의사결정 연구를 살펴보면, 윤미향(2006)은 SSI를 주제로 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등학생들을 현대적 관점 집단과 전통적 관점 집단으로 나누고 이
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장해리(2007)가 SSI를 접한 대학생들의 비

론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적 추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많은 나타는 것이 감정적 추론, 가장 적게 사용한
것이 직관적 추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지 유형의 비형식적 추론만을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유형의 추론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결
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 과학 교사들의 SSI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
한 이현주(2008)는 SSI 주제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된 논문을 살펴볼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lder, 2002). 이는 초등학생들의 경유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인지
발달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사회 문제의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생각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과학 지식을
이끌어내고 이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노경주,
2000). 따라서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SSI를 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
는 동시에,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동 사고의 시
간 속에서 반성적 사고를 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시행하였다. 의사결정 활동 수업에서는 SSI
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고, SSI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유
도하기 위해 토론 활동을 시행하였다. 의사결정 활동이 미치는 효과는 의사결정 유형,
과학에 대한 흥미,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
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관련 사회적 문제(SSI)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
의 의사결정 유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결정 활동 수업 후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의사결정 활동 후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점수 변화는 어
떠한가?
형식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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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업을

K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 사이

버 과학 영재교육원에서

수

버 과학 영재교육이라 함은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 과정을 사이버 상으로 제공하는 영재교육을 말한다. 교육 대상
자 선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학교별로 1명씩 선발하고, 2단계에서 영재
성 검사를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수업 운영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매월 다
른 주제로 교사 강사 6명이 각각 1개월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수업
활동은 그 중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다.
선발에서 학년별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였기 때문에 학년별 인원수는 동일하
지 않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50명으로 학년별, 성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받고 있는 초등학생 50명이었다. 초등 사이

<표 1> 학년 및 성별 구성 인원
학년
성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3명

15명

8명

26명

여

3명

13명

8명

24명

계

6명

28명

16명

50명

2. 연구 절차

론 배경 및 선행 연구를 조

본 연구는 과학적 소양, SSI,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 이 적

사하고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 도구를 개발

버 수업에서 사용할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사전검사로는 의사결정 유형 검사,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 유전자 변형 식품과 핵폐
기장 설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은 4주 동안 진행하였으
며 이 동안 수업은 의사결정 활동을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정수
기 사용에 대한 문제로, 의사결정 활동을 실시한 후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토론 활동
이 끝난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댐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으로
정수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수업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검사를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였다. 또한, 다양한 SSI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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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 활동지 개발 및 수업 방법

가. 의사결정 활동지 개발

박윤복(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윤복(2001)은 먼저 의사결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의사결정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활동지는

출

정 요소를 추 하고

구조화된 의사결정 단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색
준거 설정, 대안 평가, 검토이다. 이러한
요소를 [그림 1]과 같이 세분화하여 의사결정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이 의사
요소는 문제인식, 정보 탐 , 대안 생성, 가치

결정 활동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였고, 이 활동지를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

후 검사에 사용하였다.

로 활용하여 사전, 사

의사결정 단계

세부 내용
▪ 문제 명료화
▪ 갈등 상황 인식

문제 인식
▼

▪ 관련 지식 탐색
▪ 정보 수집 방법 탐색

정보 탐색
▼
대안 생성

▪ 상황에 대한 해결책 제시

▼
가치 준거 설정

▪ 가치 특성 규명
▪ 가치 순위 결정

▼

대안 평가

▪
▪
▪
▪

각 대안의 장단점 평가
우선순위 결정
최선의 대안 결정
결정한 대안에 대한 평가

▼
결과 검토

▪ 보편적 결과 예측
▪ 예측된 결과의 평가
[그림 1] 의사결정 단계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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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문제 인식과 명료화, 갈등 상황의 인식을 한다.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둘째, 정보 탐색은 문제와 관
련된 지식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관련 지식 탐색, 정보 수
집을 한다. 셋째, 대안 생성 단계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많이 제시해 보는
단계이다. 넷째, 가치 준거 설정 단계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문
제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고 가치 순
위 결정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대안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 대안 선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여섯째, 결과 검토 단계는 전체적인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반성
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나. 의사결정 활동 수업

4주 동안 진행한 수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과
학 영재를 위한 수업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학습을 통하여 진행되며, 의사결정 활
동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정수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이었
다. 교사는 먼저 정수기의 사용 실태와 원리, 문제점, 정수기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를 [과제 제시]란에 올렸다. 제시한 과제는 정수기 사용에서 생기는
가치 갈등을 경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료를 다운
로드하여 읽은 후 의사결정 과정에 맞추어 의사결정 활동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
로 이틀간 사이버 상에서 진행되는 토론 활동에 참여하였다. 토론은 자신들의 의견을
명료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사이버 토론방에
서 진행되는 상황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반론, 동의, 질문, 답변 등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전에 토론 방식을
안내하는 정도로만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였다. 토론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의 최종 의사 결정지를 작성하
고, 활동한 모든 결과물을 정리하여 [과제보기]에 올리도록 하였다. 의사결정 활동 과
정에서 생긴 질문은 [선생님께 질문하기]에 올리도록 하였고, 교사는 이를 수시로 점
검하여 최대한 빨리 안내와 답변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댐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이었다. 교사는 댐 건설의 실태와 원리, 문
제점,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댐 건설에
서 생기는 가치 갈등을 경험하였다. 의사결정 활동 과정은 정수기 사용 관련 의사결
정 활동 수업과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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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도구

가. 의사결정 유형 검사

유형 검사 도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알아보는 도구이다.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 조사를 위하
여 Harren(1984)의 의사결정 유형 검사(ACDMDMS,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Decision Making Style)를 기초로 하여 고향자(1992)가 수정한 의사결정 유
형 검사지를 참고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을
거쳐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각각에 대하여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검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Harren(1979)은 의사결정 유형이란 의사결정 과
제를 인지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유형 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합리적(rational) 유형, 직관적(intuitive) 유형, 의존적
(dependent) 유형으로 유형을 단순 명료화하였다.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할 문제에
의사결정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의사

책임지는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합리적 유형과 유사하지만, 정보탐색이나
대안들에 대하여 논리적인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상이나 즉흥적
인 감정 등의 정서적 판단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징이 있다. 의존적 유형
은 합리적인 정보나 개인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동적이고 순
종적인 유형이다. 결과적으로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타인과 외부에 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Harren(1979)에 의하면 합리적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이며,
가장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가 의존적 유형의 의사결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점수를 구하였다. 세 가지 유형은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취급하기 때문
에 응답자는 유형별로 각각 9～36점을 같으며, 세 가지 유형을 합한 전체적인 총점은
계산하지 않았다.
결정을 수행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나.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

흥미 검사는 김효남(1997) 등에 의해 개발된 국가수준의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평가 체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과학에 대
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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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검사 문항을 제외한 15문항만 검사지로 사용하였다.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련 직업에 관한 흥미, 과학 불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검사 결과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대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한 인식, 과학적

다.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
학생들의 의사결정 활동을 위한 주제로는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SSI인

핵 폐기장

설치 문제와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로 선정하였다.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의 틀은 사
이버 수업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활동지와 동일하게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생성,
가치 준거 설정, 대안 평가, 결과 검토의 6가지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사전․
사후검사에 사용하였다.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는 박윤복(200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평가 기준안을 토대
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기록한 검사지의 내용을 평가 기준에 맞춰 배점하였다. 대부
분의 평가 항목은 3, 2, 1, 0으로 배점하였고, 가치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최선 대
안 기술, 결과 평가 항목은 2, 1, 0점으로 배점하여 각각의 평가 항목을 평가 요소별
로 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알아보기 위해 14명 학생들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과학교
육 전공 교사 1인과 각각 채점한 후 서로간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일치도가 낮은
경우 서로 불일치점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재분석하였다. 이렇게 구
한 분석자간 일치도는 0.92였다.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
한 자료는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를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유형, 과학에 대한 흥미,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 및 의사결정 활동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SSI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았다.
의사결정

1. 의사결정 유형의 변화

유형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았다. 사전 검사에서 합리적 유형의 평균

의사결정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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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2.60, 의존적 유형은 2.07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에서는 합리적
유형의 평균이 3.22, 직관적 유형이 2.42, 의존적 유형이 1.93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사전․사후 검사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합리적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 3.13, 직관적

<표 2> 의사결정 유형 검사의 사전․사후 차이 분석(N=48)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합리적 유형

3.13(0.38)

3.22(0.44)

1.518

직관적 유형

2.60(0.60)

2.42(0.47)

-2.442

0.019*

의존적 유형

2.07(0.43)

1.93(0.53)

-2.334

0.024*

의사결정유형

t

p
0.136

* p < 0.05

업 처치 중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
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활동을 통해 직관적 유형과 의존
적 유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Harren(1979)이 제시한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인 합리적 유형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며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
임을 지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결정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합리적 유형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 탐색 과정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상이나 즉흥적인 감정과 같은 정서적 느낌
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관적 유형, 합리적인 정보 또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의존적 유형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은 의사결정 활
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2.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

흥미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학에 대한 흥
미의 하위 영역에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 활동에 대한 흥
미, 과학 직업에 대한 흥미, 과학 불안이 있다. 검사 결과, 과학 활동에 대한 흥미 영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의 사
전․사후 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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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의 사전․사후 차이 분석(N=47)
과학에 대한 흥미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p

과학 흥미

4.47(0.62)

4.47(0.63)

0.007

0.994

과학 학습 흥미

4.48(0.55)

4.42(0.56)

-1.011

0.317

과학 활동 흥미

3.66(0.48)

4.12(0.70)

4.874

0.000*

과학 직업 흥미

3.78(0.63)

3.91(0.61)

1.580

0.121

과학 불안

3.93(0.56)

3.90(0.73)

-0.268

0.790

합 계

4.06(0.40)

4.16(0.46)

2.018

0.049*

* p < 0.05

흥미의 사전 검사 평균은 3.66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4.12로 향상되
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의 하부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을 비
교한 결과 사전 검사의 평균은 4.06, 사후 검사의 평균은 4.16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초등 사이버 과학 영재 학생들이 의사결정 활동 수업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토론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음
으로써 과학 활동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흥미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 활동

3. 의사결정 활동 후 의사결정 과정 변화

유전자 변형 식품 및 핵 폐기장 건설에
의사결정 과정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사전, 사

후

검사의 두 가지 주제인

<표 4>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 분석
구분
의사결정
과정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의사결정 점수
사전평균(SD) 사후평균(SD)

대한

(N=47)

핵 폐기장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점수
t

사전평균(SD) 사후평균(SD)

t

문제 인식

2.62(0.47)

2.87(0.37)

2.668* 2.65(0.42)

2.85(0.29)

2.588*

정보 탐색

1.49(0.62)

1.70(0.64)

2.291* 1.45(0.50)

1.70(0.67)

2.070*

대안 생성

1.36(0.85)

1.48(0.89)

0.777

1.48(0.83)

1.64(0.91)

1.189

가치 준거 설정

1.71(0.73)

1.81(0.66)

0.881

1.83(0.60)

2.00(0.57)

1.553

대안 평가

1.42(0.68)

1.56(0.88)

1.015

1.59(0.55)

1.73(0.77)

1.404

결과 검토

1.05(0.68)

1.23(0.76)

1.442

1.20(0.66)

1.44(0.66)

2.055*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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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 과정 중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 요소에서 수업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 인식 요
소의 평균 점수가 2.62에서 2.87로, 정보 탐색 요소의 평균 점수가 1.49에서 1.70으로
각각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핵 폐기장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 검토 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핵 폐기장 설치의 대한 의사결정 과정 검사에서 문제 인식 요소의 평균 점수가
2.65에서 2.85로, 정보 탐색 요소의 평균 점수가 1.45에서 1.70로, 결과 검토 요소의 평
균 점수가 1.20에서 1.44로 각각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두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
정의 여러 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 초등 과학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수업을
통하여 적용한 의사결정 활동은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 인식 요소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차이는 정수기 사용과 댐 건설이
라는 문제 상황을 통한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통해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현안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 탐색 요소를 보면, 사전 검사에서는 인터넷 검색과
책만을 주된 정보 수집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이버 상으로 수업에서 진행된 의사
결정 활동 중에 수행한 토론 활동을 통해 자료 수집 방법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후
검사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 수집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
로 보인다.

머

타
았
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고
려하여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증요한데,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각각
나 지 요소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나지 않 다. 대안 평가 요소에서는 과

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결정

까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생성 요소에서는 여러 가지 상
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해결책을 대안을 생성하는 경향
을 보여 한 달간의 사이버 수업을 통해서는 실현가능한 효과적인 대안을 생성하는 것
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 자신이 제시한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맞게 대안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이전 요소들에서 대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인식, 대안 생성, 대안 평가 요소에서 향상이 나타났던 박윤복
(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러한 차이는 면대면 수업/토론과 사이버 상의 수
업/토론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 지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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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설정, 대안 평가 등의 의사결정 요소들이 한 달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는 쉽게 향상되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 중 대안 생성, 가치 준거 설정, 대안 평가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의
인지발달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안 생성, 가치

Ⅳ. 결 론
과학과 사회, 기술과의 관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차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적 소양은 현대의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사이버 과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 유형,
과학에 대한 흥미,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
적 유형은 의사결정 활동 수업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관적 유
형과 의존적 유형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형인 합리적 유
형의 점수는 한 달간의 사이버 영재 수업을 통한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통하여 유의
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향해야 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직관적 유형
과 의존적 유형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 활동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이나 타인의 의견에 따
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향은 줄어드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의 양
상을 줄이는 것에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SI에 대한 의사결
정 활동의 기회가 보다 빈번이 주어지고 그 문제도 다양하게 주어진다면 합리적 유형
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과학에 대한 흥미는 의사결정 활동을 통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의
사결정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면서 정답이 없고 이
슈가 되는 실질적인 과학 문제를 접하고 이에 대해 학생 스스로의 의사 결정을 내리도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SSI를 통한 의사결정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게 하고 과학 지식이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전자 변형 식품과 핵 폐기장 설치라는 두 가지 SSI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는 이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문제인식, 정보탐색 요소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SSI에 대하여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생
성, 가치 준거 설정, 대안 평가, 결과 검토 등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이
양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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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정에서 토 을 수행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중 특히 문제 상황을

색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탐 하는 것에

거

효과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준거를 설정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등의 과정은 영재학생들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으며, 제시된 과제
자체가 이러한 과정을 다루기에는 학생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었을 가능성도 있
대안을 생성하 나 가치

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주제의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험

공

활동을 경 할 기회를 더 자주 제 함으로
으로 생각된다.

써 그 효과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본 연구를 통하여 과학 관련 사회적 문제(SSI)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이 초등 과학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과학기
술 사회의 발전에 따라 SSI 이슈는 점차 다양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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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ructional Influences of the Decision Making Activities
About Socio-Scientific Issues on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Kim, Hyun-Ju(Namyangju Deoksong Elementary School)
Lim, Heeju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

v

This study in estigated instructional influences of the decision making acti ities about
socio-scientific issues on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The changes of decision making
atterns, the interest for science, and the change of the decision making rocess on t o SSI issues
ere in estigated. The subject of this study as fifty-three elementary science gifted students ho
enrolled in the cyber gifted science education rogram. uring the rogram for a month, students
erformed the decision making acti ities and discussed under the con iction, di iding off an
argument, a counterargument, an agreement, a uestion and an ans er. In conclusion,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ere increased, and intuitional and de endent decision making ere decreased
meaningfully. The interest of science ere increased making acti ities. There ere meaningful
influences of decision making acti ities on roblem recognition and information search among
decision making rocesses. ducational influences 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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