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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과학 정보에 대한 신뢰도 판단 특성

문지영, 김은진, 김성원*(이화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학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상적 맥락에서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미
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를 선택하여 신뢰도를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과학 교양 과목을 한 학기동안 수강한 45명
의 대학생이었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에 제시된 과
학 정보 중 신뢰하는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정보를 한 가지씩 선택한 후 각 과학 정보
에 대한 내용 요약 및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고 제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생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90개의 과학 정
보에 대한 신뢰도 판단 근거를 분석하였다. 2인의 연구자가 귀납적 분석을 통해 총
243개의 신뢰도 판단 근거를 비교하고 분류하여 범주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43개
신뢰도 판단 근거의 빈도수를 체크하였다. 연구 결과, 신뢰도 판단 기준을 1) 과학 내
용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2)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3)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그리고 4) 개인적 신념과 일상경험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의 4가지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로 나타났고, 하위 범주별로
각 신뢰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기술하였다.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과학 내용에 기반
을 둔 신뢰도 판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사례가 적었다. 한편, 과학 정보가 지닌 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지 않는 과학 정보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과학 정보의 판단과 평가를 위한 과학 수업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주제어: 과학 정보 평가, 과학 정보, 정보의 신뢰도, 과학적 소양

Ⅰ

. 서 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
은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과학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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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쟁점과 과학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정보사회
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과학적 소양은 과학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과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토론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과학 정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DeBoer, 2000; Norriss &
Phillips, 2003). 특히 DeBoer(2000)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시
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한 쟁점과 함께 미디어에 나오는 과학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과학교육의 중요한 매체로 꼽힌다
(Korpan et al., 1997; Phillips & Norris, 1999). 과학 정보는 전문화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학자들로부터 대중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형태
를 지닌다. 과학 정보의 전달 매개체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은 과학 정보를 TV, 인터넷, 잡지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게 된다(Zimmerman et al., 2001).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 과학 개념을 학습할 뿐 아니라(Gunter et al., 1998), 과학
정보를 얻을 때에 TV나 인터넷을 다른 자료들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Jarman & McClune, 2002). 이처럼 미디어를 통한 과학 정보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의 영역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미디어 속 과학 정보를 이해하
고 평가하는 능력이 과학적 소양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강조된다(Blanco-López et al.,
2015; Elliot, 2006; Jarman & McClune, 2007).
과학적 소양으로서 과학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에 관한 연구들(이명제, 2015; 이은미, 강남화,
2004; 최성연 외, 2011; Halkia & Mantzouridis, 2005; Korpan et al., 1997; Kolstø,
2001; Kolstø et al 2006; Norris & Phillips, 1994; Ratcliff, 1999)이 국내외에서 다양
하게 수행되었다. 이은미와 강남화(2014)는 대중매체에서 제시된 과학 정보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추론 뿐 아니라 개인의 지식과
신념에 기반을 둔 추론을 함께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과학과 관련한 쟁점
(SSI)의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들(Kolstø, 2001; Korpan et al., 1997)에서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주어진 과학 정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전략을 사용한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Kolstø(2011)는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과학 정보와 지식을 평가하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Korpan et al. (1997)은 대학생들에게 과학 기사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 후, 어떻게 과
학적 주장을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경향성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학 정보들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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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뒤 그들이 과학 정보를 평가하는 양상과 그 근거를
살펴보는 연구 맥락을 지니고 있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
하는 과정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이 주로 과학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인
터넷 웹 환경 등의 미디어 환경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스스
로 자료를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이수영,
2002). 이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 속 과학 정보를 접한 뒤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특정한 과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
닌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의 선택과 판별 과정을 살펴
보고 과학 정보의 판단과 평가를 위한 과학 수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통한 과학 정보는 그 정보를 설명하고 조직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갈 뿐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이슈를 낮게 혹은 높게 평가하여 편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Norriss & Phillips, 1994). 게다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
는 과학 정보의 양이 점차 많아지고 접근도 용이해짐에 따라, 과학 정보를 접하는 개
인은 필연적으로 ‘어떤 과학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얼마나 믿을만한 것
인가’와 같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올바른 과학 지식을 얻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 정
보를 신뢰하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위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과학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상
적 맥락에서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 기준과 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를 선택한 뒤,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하여 그들이 사용한 신뢰도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여 신뢰도 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신뢰도 판단 기준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과학
정보 신뢰도 판단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정보의 판단과 평
가를 위한 과학 수업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위치한 E대학에서 과학 분야 교양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
한 여대생 45명이다. 이들은 2011년도 2학기동안 운영된 과학, 삶, 미래라는 이름의
자연과 과학 영역의 핵심교양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이 교과목은 2013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시민을 위한 과학 소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연구자 중 1인은 당해 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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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목의 교수자로 주 강의를 담당하였다. 교과목의 목표는 과학의 본성 및 과학과
사회와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과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16주에 걸쳐 과학의 본성, 과학과 사회-기술의 관계,
과학과 인간의 미래 등의 다양한 과학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강의의 일환으로 과학
적 소양 시민으로서 과학 정보의 올바른 수용을 위한 관점을 갖추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과학 정보의 올바른 판별과 수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과학
적 주장과 근거, 논증 구조, 과학적 주장의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가 2차
시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 7명, 2학년 7명, 3학년 15명, 4학년 5명,
기타(고학년) 11명이었다. 전공 계열에 따른 분포는 인문계열(인문과학·사회과학·법
과·경영) 10명, 자연계열(자연과학·공과) 29명, 기타(음악·조형예술·사범) 6명이었다.
2.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들은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과학 정보의 올바른 판별에 관한 수업
을 들은 후, 인터넷 웹 환경, 과학 잡지와 같은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선택하고 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작성
하여 제출한 보고서는 연구 자료로서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미디어
에 제시된 과학 정보 중 신뢰하는 과학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과학 정보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둘째, 선택한 과학 정보에서 나타나는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분석하고 내
용을 요약한다. 강의에서 과학적 논증 구조로서 주장과 근거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
에, 주장과 근거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과학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단
계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선택한 과학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과
학 정보의 내용을 연구자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
한다. 즉, 연구 참여자에게 과학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와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
여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 중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각각 선택하세요. 두 가지 과학 정보, 즉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정보와 신뢰
할 수 없는 과학 정보에서 각각 주장과 근거를 찾고, 과학 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세요. 그런 다음, 각 과학 정보에 대하여 아래 질문을 바탕으로 정보의 신뢰
도를 분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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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정보에 대하여, 이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과학 정보를 선택하였나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2) 신뢰할 수 없는 과학 정보에 대하여, 이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과학 정보를 선택하였나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보고서 제출은 강의 종료 이전에 마감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분량은 각 과학 정보에 대해 5-6페이지였으며, 두 과학 정보에 대한 보고서의 분량은
총 10-12페이지였다. 연구에 참여한 45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과학 정보의 개수는 총
90개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1) 기초과학분야(26건), (2) 항공우주(17건), (3) 의학보
건(14건), (4) 환경(8건), (5) 테크놀로지(7건), (6) 식품(6건), (7) 기타(14건)로 분류되
었다. 기초과학 분야는 자연과학 기초지식과 연계되는 정보들, 예를 들면 줄기세포,
힉스입자, DNA등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항공우주 분야에는 슈퍼지구, 외계생명체, 달
탐사 등의 과학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의학보건 분야는 장수 유전자, 흡연행위의 의
학적 해석과 같은 과학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테크놀로지 분야는 인공두뇌, 투명망토
와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분류되었고, 식품 분야로는 김치의 효능이나 방사
능 식품 등의 과학정보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 기타로 분류된 주제로는 UFO, 외계인
의 존재, 생체 에너지 등이 있었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는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이해
하고 정보의 주제군을 분류하는 단계였다. 2인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 즉 학생들이
제출한 90개의 보고서를 각자 독립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그들이 선택한 신뢰하는 과
학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과학 정보를 따로 구분하여 각 주제군, 제목, 출처를 기록
하였다. 그런 다음 과학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요약한 과학 정보
의 내용과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와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귀납적 분석을 통해 신뢰도 판단
기준의 사례를 비교 및 분류하여 그 특성을 범주화하였다. 2인의 연구자는 학생들이
제시한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 이유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별 코드를 자유롭게 부
여하였다(<표 1> 참고). 이는 정보의 신뢰도 판단 이유를 범주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이후 2인의 연구자는 논의를 통해 개별 코드를 비교하여 공통되
는 초기 개별 코드를 알맞은 코드로 재코딩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해 적합한 코드로 합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신뢰도 판단의
근거의 개수와 범주가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표 1>에 제시된 S1
의 사례에서, 초기 신뢰도 판단 근거의 개수는 5개였으나 연구자 논의를 거쳐 최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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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 분석 예시 (S1의 사례)
신뢰할

수

없는

과학 정보

제목 흡연이 폐에 악영향 끼쳐.. 기술로 입증: 담배 피우면 오른쪽 뺨 하얘진다.
Ÿ 폐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우측 뺨이 백색에 가까워진다는 한의학적 이론에
기반을 둠.
Ÿ 평균 7년 동안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건강한 20대 초반
내용 의 흡연자 15명을 실험대상자로 삼아 실험을 진행함. 실험대상자들은 하루 동
요약 안 금연한 뒤 실험 당일 20분마다 한 개비씩 담배를 피워 모두 10개비를 피
우는 방법으로 3단계를 걸쳐 얼굴 영상 촬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험에 참
여함. 실험 결과 흡연 량이 늘수록 오른쪽 뺨이 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함.
Ÿ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저널에 싣기 위해 심사를 요청함.
지

신뢰하

않는

이유

···과학이론은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고작 15명을 대
상으로 한 실험을 이론화 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한다. 또한 그 대상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
의, 더 다양한 피실험군을 가지고 나서야 어떠한 결론을 이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뺨이 희게 변하는 것의 이유가 흡연량의 증가일 뿐인가(혹 갑
자기 체내 니코틴을 포함한 독극성분이 체내에 주입되면서 생기
는 것은 현상은 아닌지) 라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폐
의 건강과 백색의 상관관계는 한의학에서 제기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과학성에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왜 ‘오른쪽’ 뺨만 희게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폐는 양쪽 흉부에 위치하는 기관이다. ‘오른쪽’ 뺨만 변하는 이유
(색이 변하는 곳이 ‘오른쪽’ 뺨이라고만 기사를 쓴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논문”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언론화 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된다.

개별 코드

실험 결과를 일
반화하기 어려
움.
(근거의 타당성)

실험 결과로부
터 도출된 결론
의 논리가 부적
합함
(주장의 일관성)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정보의 충실도)

동료커뮤니티에
서 검증되지 않
음.
(전문가 집단의
동의)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한 근거의 개
수는 신뢰하는 정보 109개, 신뢰하지 않는 정보 134개로서 총 243개였다. 243개의 신
뢰도 판단 근거에 대해 최종 개별 코드가 결정되고, 연구자는 개별 코드를 상위 범주
로 통합하고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Kolstø et al., 2006;
Korpan et al., 2010)에 제시된 과학 정보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참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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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판단 사례들을 고려하여 상위 범주 4가지로서 신뢰도 판단 기준을 1)
과학적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 내용, 2) 정보 자체의 질적 측면, 3) 과학
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그리고 4) 개인 신념과 일상경험 으로 최종 도출하였다. 상위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는 총 12가지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신뢰도 판단 기준에 맞추어 243개의 신
뢰도 판단 사례를 재분석하고, 신뢰하는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정보를 구분하여 각
하위 범주의 응답률을 확인하였다. 2인의 연구자는 다시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
고, 95%이상의 합치도를 확인하기까지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최종적으
로 1인의 연구자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코드를 재분류하여 과학 정보에 대한 신뢰
도 판단 특성의 응답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별 코드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2인의 연
구자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교차로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1인의 과학교육과 교수
와의 세미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또한 최종 도출된 신뢰도 판단 기준
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하여, 3인의 과학교육 전문가와 과학교육 박사과정 학
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검토를 받았다.

Ⅲ

. 연구 결과

1. 과학 내용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첫 번째 신뢰도 판단 기준은 과학 내용이다. 이 범주에는
학생들이 과학 정보의 내용 및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지에 기반을 두
어 신뢰성을 판단한 것을 분류하였다. 하위 범주로서는 과학적 주장의 일관성, 근거
의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기존 지식과의 비교의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표 2>는 과
학 내용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의 예시와 응답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과학 정보의 내용 및 주장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 비율은 신뢰하
는 정보에 대하여 40.4%, 신뢰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41%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
들이 신뢰도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하위 범주인 과학적 주장의 일관성은 과학 정보에서 제시고 되고 있는 과
학적 주장에 초점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혹은 근거의 개수에 중점을 두어 신뢰도를 판단한 것을 나타낸다. 예
를 들면 학생들은 과학 기사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기반을 두어 과학적 주장을 뒷받
침하는 사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바탕으로 과학적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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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학 내용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예시와 응답 비율
위 범주

하

판단

기준 예시

과학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
과학적 주장의 하는가?
일관성 과학적 주장과 그 근거가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실험이 수행되었는가?
근거의 과학적 과학적
과학
실험
결과가 지나치게 일반화되지는 않았는
타당성 가?
정보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로
기존 지식과의 과학
설명할
수 있는가?
비교
미신, 비과학적 지식으로 알려진 것은 아닌가?
Total

응답률 (%)
신뢰

불신

17
31
(15.6%) (23.1%)
14
20
(12.8%) (14.9%)
13
4
(11.9%) (3.0%)
44
55
(40.4%) (41%)

본 기사는 사례 수집을 통해서 최면이 인간의 여러 심리적, 병리학적 질병 치료
에 막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면치료와 관련
하여 실행한 연구 등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최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최면 치료의 성공적인 사
례들만으로도 최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즉, 과학적인 근거이다.
(S14, 신뢰하는 정보)

S14 최면을 통한 치료의 효과에 대한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 최면 치료
연구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이것을 과학적인 근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20은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한다는 기사에 대하여 “과
학적인 근거의 논증 구조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리고 근거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
라 2가지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어 신뢰가 간다.”고 언급하고 있다.
근거의 과학적 타당성 하위 범주는 과학 정보에 제시된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실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반증 사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기반을 둔 판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학 정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S17과 S39의 예시는 이를 뒷받침한다.
발화사례들에 대해 밝히기 위한 과학적 실험이 수행되었다. 아직 인체자연발화에
대해 풀리지 않은 몇몇 의문점들이 남아있지만, 인체자연발화가 일반 화재 현상과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며 사건의 증언이나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 현상은 과
학적으로 설명되는 분명한 실존 현상이다. 따라서 이 과학 정보를 믿을 수 있다.
(S17, 신뢰하는 정보)
신장이 좋지 않아 다크써클이 생긴 것이니 한약을 복용하라거나, 혹은 신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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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하는 마사지 용법을 적용하여 다크써클이 낫게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먼
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임상적용과 실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S39, 신뢰하지 않는 정보)

S17은 인체 자연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하는 과학적 실험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반면 S39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것은 신장 기능의 저하를 나타낸다
는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인 실험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학 실험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만으로 과학 정보의 신뢰도
를 판단한 것이다. 한편, S17과 S9의 사례와 달리 과학 실험의 수행 여부가 아닌, 과
학적 방법을 고려한 신뢰도 판단 사례도 나타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시이다.
빛보다 빠른 물질과 빛과의 속력 차이가 아주 미세하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류가 아닌 컴퓨터가 측정하는 것이기에 정확하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역시 인류가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기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과 빛의 속력 차이는 60나노초 분의 1, 즉 10
억 분의 1초라고 하니 더욱 이 여러 번의 재현적인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합
니다. (S42, 신뢰하지 않는 정보)
기사내용의 과학정보에 따르면 115세보다 더 장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기
사의 주인공 할머니와 동일한 돌연변이 유전자가 존재해야 한다. 다른 사례들의 동
일한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
급한 일반화라고 생각된다. 노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유전자가 우연히 115세 나이의
할머니에게 존재 하는 것 일 수도 있다. 과학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와 실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만 공개해야 한다. (S26, 신뢰하지 않는 정보)

S42는 과학 정보에 제시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여러 번 재현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S26은 실험 결과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를 우려하며 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S26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사내용을 그대로 신뢰
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하나의 실험사례가 아닌 충분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분류한 과학적 주장의 일관성 기준은 학생들이 어떤 과학
정보를 신뢰하는 기준(15.6%)보다는 신뢰하지 않는 기준(23.1%)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S35와 S26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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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제시한 매머드 복제의 과정은 분명 논리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DNA가 발견된다면’이란 단 하나의 전제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실제 사례가 존재하
지 않으며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 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
기하고 있기에 매머드 복제가 가능하다는 데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S35, 신뢰하지
않는 정보)
특정 조건만 주어진다면 생명이 기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설을 많은 과학자들
이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의 기원을 확인할 실험적 조건이 환경적으로 만족
되지 못하므로 이 가설을 입증한 바는 없이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다. 생명의 기원이
당연하다는 핀텔슈타인 박사의 의견은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설이므로 근거
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설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 (S26, 신뢰하지 않는 정보)

S35의 경우 매머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만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S26은 외계인을 20년 안에 만날
수 있다는 정보는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설일 뿐이므로 신뢰하지 않는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과학 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에서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
이더라도 실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과학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따라 정
보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 지식과의 비교는 충분한 사례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
존에 사실로 알려진 과학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은 이에 대한 S50과 S43의 신뢰도 판단 예시이
다.
평행우주는 양자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작
은 알갱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따라
서 이 과학적 혁명이 곧 평행 우주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학기사
는 신뢰할 수 있다. (S50, 신뢰하는 정보)
정보의 시작은 ‘빛보다 빠른 물질 뉴트리노가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
지만 일단 이 정보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
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깨뜨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었다. 따
라서 믿기 힘든 과학 지식이다. (S43, 신뢰하지 않는 정보)

S50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주장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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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반면, S43은 뉴트리노 발견을 다룬 기사에 대하여 빛보다 빠른 물질
은 없다는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대성 이론에 반대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2.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연구 결과에서 나타는 두 번째 신뢰도 판단 기준은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이다.
학생들은 과학 정보의 출처유무와 출처의 질, 정보 제공과 관련한 저자 혹은 전문가
의 권위도, 과학 정보의 충실도와 마지막으로 과학 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그림
등의 조작적 측면에 기반을 두어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 의한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에 대해 23.9%, 신뢰
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23.1%의 비율로 나타나 4개 범주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출처의 질은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의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판단한
것을 분류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과학 정보의 출처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지, 혹
은 출처 자체, 즉 기관이나 사이트는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
련한 S2와 S7의 예시이다.
인터넷으로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정보 역시
많기 때문에 쉽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다루는 사이
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과학지식이 오르기 때문에 비교적 믿음이
가는 수단이다. (S2, 신뢰하는 정보)
기후변화에 관해 지금까지 가장 공신력 있게 인정되는 단체는 유엔의 IPCC이기 때문에 보고
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S7, 신뢰하는 정보)

S2는 태양 폭발이 통신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 기사는 과학을 전문적으로 다
루는 사이트로부터 제공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S7은 지
구온난화가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정보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
는 기관을 출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과학 정보의 출처 뿐 아니라, 저자나 전문가의 권위에 기반을 둔 과학 정보의 신
뢰도 판단도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과학 정보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문가의 사회적 위
치를 평가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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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예시와 응답 비율
위 범주

하

판단

기준 예시

정보의 출처가 믿을 수 있는가?
출처의 과학
과학 정보의 출처는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는가?
질
출처의 양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저자, 과학 정보에 제시된 기관의 수준은 믿을만한가?
전문가의 과학 정보에 제시된 저자/전문가의 전문성은 믿을
권위 만한가?
과학 내용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의 가?
충실도 구체적인 수치나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
되어 있는가?
조작적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용어에 과장이 없는가?
측면 그림이나 사진이 알맞게 제시되어 있는가?
합계

응답률 (%)

신뢰

불신

6
(5.5%)

3
(2.2%)

8
(7.3%)

8
(6.0%)

9
(8.3%)

13
(9.7%)

3
(2.8%)
26
(23.9%)

7
(5.2%)
31
(23.1%)

평행우주는 양자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작
은 알갱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과학적 혁명이 곧 평행 우주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다. (S50,
신뢰하는 정보)
기사는 산호의 생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포츠 박사와 한국
해양연구원인 유** 책임연구원 등 권위 있는 인물을 인용하여 이 주장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S48, 신뢰하는 정보)
또한 마지막에 그 분야의 저명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힉스 발견에 더욱 힘
을 실어주었다. (S40, 신뢰하는 정보)

S50은 평행우주는 존재한다는 과학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아인슈타인을 예시
로 들고 있다. 평행 우주론이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주장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아인슈타인이라는 전문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48과 S40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해준다는 이유로 과학 정보를 신뢰한다고 밝히고 있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 중 정보의 충실도 측면에 중점을 두
고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신뢰 8.3%, 불신 9.7%). 즉,
학생들은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기사가 충분히 과학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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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련한 S40과 S45의 예시이다.
실험을 어디서 했는지 자세히 밝혔으며, 그 실험 공간에 대해 정확한 길이나 깊이와 같은
수치를 밝혀주었다. 또한 실험방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였으므로 믿을 수 있는 과학 지식
이라는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다. (S40, 신뢰하는 정보)
기사에는 그 어디에도 방사능의 정체와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단순히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원소의 이름만 기재되어있을 뿐, 이
런 물질들의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는 그 어디서도 이야기해주질 않는다. (중략)
단순히 근원지가 일본이라는 것과 “오염물질”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여
이야기할 뿐, 어떤 물질이 수입되어, 혹은 사람에 묻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있는지
는 말하지 않는다. (중략) 사진이나 글로 아무리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도 그 위험성
을 체감할 수가 없다. (S45, 신뢰하지 않는 정보)

S40은 힉스를 발견했다는 과학적 주장이 담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서 과
학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있
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S45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심각
하다는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방사능에 대한 설명과 유입경로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근거의 존재 여부를 떠나 정보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응답률의 높은
비율로서 과학 정보 자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학생들의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은 미디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느냐에 영향을 받고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 정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제공된 사진/그림과 같은 조작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이 나타났다.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현실성을 갖고 있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생활에서도 가능성이라는 말을
막연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에서 가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S2, 신뢰하지 않는 정보)

S2는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 정보에서 기사 제목으로 사용한 “가
능성”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였고, 현실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과학 기사에서) 논리적인 설명을 한 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
를 제시하며 과학 정보의 질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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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연구 참여자들이 과학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에 나타난 세 번째 특성은 과
학 정보와 관련한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과학 내용이나 과학 정보 자체보다는 과학 정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윤리적 요소
를 평가하고 있었다(신뢰하는 정보 17.4%, 신뢰하지 않는 정보 18.7%). 연구자는 학
생의 평가 기준 예시를 바탕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의 동의, 대중성, 윤리적 고려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4> 참고)
<표 4>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예시와 응답 비율
위 범주

하

전문가
집단의
동의
대중성
윤리적
고려

판단

기준 예시

응답률
신뢰

과학 정보에 대한 다른 전문가 집단(동료과학자,
14
학계)의 동의가 있는가?
다른 과학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 (10.9%)
는가?
현재 과학 및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
5
고 있는 내용인가?
(4.6
%)
다수의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
과학 정보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과 연루
0
되어 있는가? (이익집단의 유무)
(0
%)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추어보았을 때 타당한가?
19
Total
(17.4%)

( %)
불신

10
(7.5%)
6
(4.5%)
9
(6.7%)
25
(18.7%)

과학 정보와 관련한 사회적/윤리적 측면 중, 연구 참여자들이 중점을 두었던 평가
기준은 다른 전문가 집단의 동의 여부였다. 학생들은 동일한 집단 내 구성원의 동의
를 신뢰성의 근거로 언급하며 한 연구 집단의 여러 번의 실험결과가 아닌, 신뢰성 있
는 다른 과학자의 동의나 다수의 과학자들의 동일한 실험 결과를 이유로 언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S23은 제2 지구로 이야기되는 케플러-22b의 발견으로 인한 외계
생명체 존재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정보로 선택하였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천문학자가 25년 내 외계인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수식으로 풀어
낸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강의내용에도 있는 과학지식으
로 강의를 들을 때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 중 하나이다. 이 방정식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행성계 생성 속도와 생존에 적합한 행성, 행성이 생명체를 형성하는 비
율 등을 식으로 계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S23, 신뢰하는 정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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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은 과학 기사에서 주장하는 외계생명체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과학자인 드레이크 박사가 제
시하는 방정식을 예시로 들며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신뢰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
대중성은 과학적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 대중 혹은 매체에서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신뢰도를 판단한 경우를 분류하였다. 즉 해당 과학 정보가 미디어에서 소개되
는 비중이 과학 정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에서는 낮은
비율(신뢰 4.6%, 불신 4.5%)을 차지하였으나 신뢰하는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정보
간에 비슷한 비율로서 나타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S21의 예시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증거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 윤리적 측면의 문제도 간과할 수
는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고령화 사회와 인간의 항노화에 대한 관
심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략) 항노화
의학에 대한 연구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언론 보도 사례 나열]
즉 ‘노화’에 대한 인간의 접근이 많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21, 신뢰하는
정보)

S21은 노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개발되었다는 과학 정보를 신뢰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서, 항노화 의학이라는 관련 주제에 대한 중요도와 대중의
관심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정보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수에게 관심을 받
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이 주제를 동일한 의견으로 다루고 있는 가와도 연결
이 된다. 따라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유독 한 매체에서만 다루
고 있다거나 동일한 주제라도 매체 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불신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S16은 국내연구진이 암 발생 원리를 세계 최
초로 발견했다는 과학 정보에 대하여 “암 발생 원리를 최초로 발견했다는 기사의 내
용이 너무 제각각이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고려는 과학 정보가 지니는 도덕적 측면, 과학자의 윤리, 그리
고 과학 정보 이면의 이익집단의 유무를 근거로서 판단한 경우이다. 윤리적 고려에
대한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신뢰하지 않는 정보에서만
6.8%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금연한 뒤 실험 당일 20분마다 한 개비씩 담배를 피워 모두 10개비를
피우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실험 내용은 피 실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과학자의 윤리의식에 위배된다. (S1, 신뢰하지 않는 정
보)

S1은 담배 피우면 오른쪽 뺨이 하얘진다는 과학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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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험의 내용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어떠한 특정 이익집단이 과학 정보와 연관성이 있을 경
우, 그 과학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S3은 지구온
난화의 주범은 인간이다는 과학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서 지구온난화로 인
한 이산화탄소의 규제가 선진국의 이익에 관계되고, 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제한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S45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과학 정보는 정부기관의 이득과 관련되어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반박만이 보도되
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S45는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과학에도 윤리가 있다. 작게는 학문으로의 윤리가 있고, 넓게는 자연과학이라는
커다란 울타리에 걸맞은 윤리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윤리가 있어야 하
는 것이 마땅하다. 순수과학이든 응용과학이든 학문이라는 본연의 모습에서 그 순수
함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S45, 신뢰하지 않는 정보)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과학은 어떠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과학 정보를 둘러싼 이익
집단의 유무를 윤리적 고려로 포함하였다.
4. 개인적 신념과 일상경험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 정보와 관련한 자신의 신념이나 실생활과 관련한 경험을 연
결시켜 신뢰도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실제 경험해봤거나 실생활에서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과학 정보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개
인적 신념과 일상경험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와 신뢰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각 18.3%와 17.9%로 고르게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하위 범주로서 실생활 적용 가능성과 개인 경험 및 신념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표 5 참고>).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오는 정보들을
과학 정보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학 정보를 선택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정보
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근거로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S9는 거짓말 탐지기로 범인의 자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선택하였는데, 이 정보
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서 거짓말탐지기라는 기계가 실제 범인을 잡아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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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적 신념과 일상경험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 예시와 응답 비율
위 범주

하

실생활 적용
가능성
개인 경험 및
신념

판단

기준 예시

과학 정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가?
나의 신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가?
Total

응답률 (%)

신뢰

6
(5.5%)
14
(12.8%)
20
(18.3%)

불신

9
(6.7%)
15
(11.1%)
24
(17.9%)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모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산 여
중생 살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도 거짓말 탐지기가 한몫했다. 완강하게 혐
의를 부인하던 중 범행 장소 사진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묻자 피의자의 호흡 맥박
등이 현저하게 빨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만삭의 의사 부인이 의문사한 사건을 수
사하면서 경찰이 용의선상에 오른 남편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몇 차례 거
짓 반응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처럼 실제 수사과정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
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에서 믿음이 많이 가고 있다. (S9, 신뢰하는 정보)

위 예시에서 S9는 “과학적인 근거는 모호한 편”이라고 언급하며, 과학적으로 증명
하기 위한 과학 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S9와 유사하게 S13과 S14는
각각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최면의 효과와 인체자연발화는 과학적 현상이다라는
과학 정보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이유로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S11과 S27의 사례는 위의 예시와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준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고 싶은 인류의 소망과 그러한 것을 기술로
서 이루어 내려는 인류의 호기심은 냉동 인간 연구나 SF 영화를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인류의 바람만큼 쉽게 그런 목표가 기술이라는 도구에 의해 이
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실제로 냉동된 후 깨어난 사람은
아직 없다. (S11, 신뢰하지 않는 정보)

S11은 냉동인간이 가능하다는 과학 정보에서 쥐를 통해 세포단위가 냉동된 후 해
동되어도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내용이 제공되었지만, 현재 인
체 냉동보존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실제로 깨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S27도 유사하게
투명망토가 개발되었다는 과학 정보에 대해, 기사 내에 음굴절이라는 관련 과학 지식
이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신뢰하지 않는 정보로 판단하였다. 즉, 학생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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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개인 경험 및 신념은 연구 참여자 본인의 경험이나 신념에 기반을 두고 과
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한 사례를 포함한다. 다음은 S42와 S45의 예시이다.
실제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복 치마를 입고 학교를 다니면서 스타킹을 신는 것
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리를 보니 한겨울에 춥
게 입고 다녀서인지 다리에 살이 붙어 두꺼워짐을 느꼈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
리가 얇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스타킹을 매일같이 챙겨 입고 다녔었다. (S42, 신뢰하
지 않는 정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채식을 하면서 채식의 좋은 점을 몸으로 경험했
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손해를 보
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어릴 때에는 친척들에게 ‘고기를 안 먹으면 성장에 안
좋다.’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엄마는 꿋꿋하게 확신을 하고 육식보다 더
마련하기 어렵고 비싼 채식 식단을 항상 알차게 꾸려 주셨다. (S45, 신뢰하는 정보)

S42는 추위에 떨면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과학 정보에 대한 불신의 이유로서 본인
의 경험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S45는 채식이 완전한 음식이다는 정보에 대해 자신
의 경험에 밑바탕을 두고 신뢰하고 있었다. S42와 S45는 각자 본인이 선택한 다른
과학 정보에 대해서도 자기 경험이나 주위 지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신뢰도를 판
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개인의 일상 경험이 과학 정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이나 신념에 기반을 두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S19는 이종 간 장기이식이 적용가능하
다는 과학 정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꽤 오랜 시간 동물의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로 성공해 낸 사례도 매우 적을뿐더러 실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괜찮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식 받았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같은 부
작용이 몇 년 후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다. (S19, 신뢰하지 않는
정보)

S19는 이종이식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후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잠재적 수혜자이고 위험부담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도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 따라 과학정
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경향성은 주로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기술과 관련한 주제, 예
를 들면 이종 간 장기이식이나 인간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주제에서 많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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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현재는 점차 발전을 보이는 과학정보라고 하더라도 판단근거에 개인의 생명
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후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과학적 소양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들의 미디어에
제시된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학 정보를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맥
락에서의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 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신뢰하는 과학 정보와 신뢰하지 않은 과학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택된 과학 정보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한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연구 대상이 특정 대학생에 국한되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
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내용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 40.4%와 신
뢰하지 않는 정보 41%로 나타나 다른 세 가지 범주와 비교하였을 때 20%이상의 높
은 빈도차를 보였다. 즉,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과학 정보의 주장과 근거간의
논리성과 과학적 방법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과학 정보의 신뢰도 평가를 판단하고
있었다. 과학 정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 수행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실험 설계와 같은 방법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과학정보
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Korpan et al. (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과학 정보 자체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둔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 23.9%, 신
뢰하지 않는 정보 23.1%로 나타나고 있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 정보의 출처나 저자의 권위에 의존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그림과 삽화
가 적절한지와 같이 정보 자체의 질적 수준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직접 학생들이 미디어 과학 정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디어 속 과학 정보에서 제공되는 표현 방식 등의 질적 측면은 학생들이
그 정보에 흥미를 보이고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Halkia &
Mantzouridis, 2005).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정보 자체의 질적 측면이 과학 정보에의
흥미 뿐 아니라,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일상경험에 기반을 두어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
단하는 경향을 보였다(신뢰하는 정보 18.4%, 신뢰하지 않는 정보 17.9%). 즉, 어떤 과
학 정보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일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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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과학 정보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신뢰도 판단은 신뢰하는 정보 17.4%, 신뢰하지 않는 정보 18.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 정보의 선택과 판단은 개인의 선호도와 관련된다는 일상적 맥락을
고려하여 과학 정보의 신뢰도 판단 기준과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기존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학 정보
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에도 학생들은 과학 정보의 내용적 측면을 중점으로 과학 정
보의 신뢰도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 대상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적 추론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과학 정보를 신뢰
하는 이유로서 “[이와 관련한] 과학 실험이 수행되었다”와 같이 단순하게 과학 실험
의 수행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은 얕은 수준의 신뢰도 판단이 이루어졌다. 즉, 과학 실
험이 이루어진 방식이나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일차원적으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S19는 ‘이종 간 장기이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 정보에 대해서, 기사에서 실제 사례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
단 사례는 과학 정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신념이 확고하여 과학 정보 판단
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강의를 통해 과학적
주장, 근거, 논리 구조에 대하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들이 과학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을 둔 추론에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과학 정보를 선택하도록 한 본 연구의 맥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과학 정보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 판단의 수준이 얕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에만 의존한 판단 사례들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정보의 판단과 평가를 위한 수
업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활동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또한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한 신뢰도 판단 특성을 보면, 학생들의 과학 자체
에 대한 인식이 신뢰도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S45가 “과학은 본연의 모습에서 그 순수함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특
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과학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과학 정보의 윤리적 측면에 기반을 둔 신뢰도 판단이 모두 신뢰하지 않는
과학 정보에 대해서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이 과학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 정
보를 둘러싼 학생들의 인식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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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ege students’ evalu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focusing on the trustworthiness of information

Mun, Jiyeong(Ewha Womans University)
Kim, Eunjin(Ewha Womans University)
Kim, Sung-Won(Ewha Womans Univers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e ability of decision making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component of 21st century scientific literacy. 21st century citizens contact with
scientific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V programs or news coverage. In order to
acquire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make a decision about it, the public and
students need to evaluate and judge scientific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media.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undergraduate students evaluate the
trustworthiness of scientific information in the daily context of selecting and judging
scientific inform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45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a
science liberal arts course for one semester. During the lecture period, the students
selected two types of scientific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media, one is a
trustworthy information and the other is not. They evaluated the trustworthiness for
each scientific information. Students’ written pap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
total number of 243 evaluation criteria were founded. They were compared, classified
and categorized based on inductive analysis by two researchers.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evaluates the trustworthiness of scientific
information based on four criteria: 1) the scientific content, 2) the quality of
information, 3) social/ethical aspects of science, and 4) personal belief and everyday
experience. Many students focused on the scientific content for evaluating the
trustworthiness of scientific information, both of the trustworthy and the
untrustworthy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tudents rarely draw up social/ethical aspects for evaluating the
trustworthiness of scientific information. Also, students’ evaluation based on the
ethical aspect of scientific information appeared only for the scientific information
which was not tru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proposed the science
lesson for judging and evaluating the science information.
Key words: scientific information evaluation, scientific information,
trustworthiness of information,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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