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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 

 

문서 편집일: 2012년 6월 18일 

문서 작성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총분량:   53 페이지  

 

<설문환경> 

□ 설문실시 및 시행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 설문기획: 이강수, 박지민 

□ 설문기간: 2012년 6월 11일 ∼ 2012년 6월 15일 (5일 동안) 

□ 조사대상자: BRIC회원 (생물학관련 과학기술인 회원에 한정) 

□ 실시방법: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참여자: 총 1,474명 

□ 분석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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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체 결과 ( 총 1,474 명 )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문제점 Q1~Q6] 

 

 1. 최근 민간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의 청원으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들 중 상당수

가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조새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본 설문을 접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1) 자세히 알고 있었다 158명   (11%)  
 

2) 대략 알고 있었다 739명   (50%)  
 

3) 전혀 몰랐다 577명   (39%)  
 

 

 2.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7 명   (0%)  
 

2)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161 명   (11%)  
 

3) 잘 모른다 666 명   (45%)  
 

4) 전혀 모른다 640 명   (43%)  
 

 

 3. 시조새관련 내용이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된 절차는 특정 민간단체(교진추)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전달하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 교과서 출판사로 전달, 각 

출판사에게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각 출판사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삭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요구에 대한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의 이러한 과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1)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799 명   (54%)  
 

2) 문제가 좀 있다 479 명   (32%)  
 

3) 문제가 없다 109 명   (7%)  
 

4) 문제가 전혀 없다 55 명   (4%)  
 

5) 모르겠다 32 명   (2%)  
 

 

 3_1_1. 문제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1) 절차상 전문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670 명   (52%)  
 

2) 청원서를 낸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104 명   (8%)  
 

3) 청원서의 최종 검증 주체가 출판사에 있다는 점  211 명   (17%)  
 

4) 청원서를 낸 단체가 다른 의도(종교적)를 가진 단체로 

판단된다는 점 
264 명   (21%)  

 

5) 기타 29 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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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1_2. 이번 시조새 관련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해야 할 단체로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관련 학회가 앞장 서야함  282 명   (22%)  
 

2) 과학기술자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앞장 서야함 
316 명   (25%)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앞장 서야함 81 명   (6%)  
 

4) 정부 공식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앞장 서야함 540 명   (42%)  
 

5) 관련 연구자들이 일시적인 모임 형태를 만들어 앞장 

서야함 
32 명   (3%)  

 

6) 기타 27 명   (2%)  
 

 

 4. 이번 과학 교과서의 시조새 관련 내용 삭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입니다.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 교과서에만 한정) 

 

    1)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단체(학회, 

연구소 등)로 한정 
850 명   (58%)  

 

2)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개인/단체이면 가능 413 명   (28%)  
 

3) 전문가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원 가능 194 명   (13%)  
 

4) 기타 17 명   (1%)  
 

 

 5. 과학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1116 명   (76%)  
 

2) 한국과학창의재단 129 명   (9%)  
 

3) 별도의 국가 담당부서  119 명   (8%)  
 

4) 각 교과서 출판사 (자체 검정위원회) 57 명   (4%)  
 

5) 기타 53 명   (4%)  
 

 

 6.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전문가 그룹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 검증 단체로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해당 관련 학회 631 명   (43%)  
 

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427 명   (29%)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46 명   (10%)  
 

4) 각 출판사의 자체 검증위원회 28 명   (2%)  
 

5) 담당 부처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 전문가 그룹 형성  218 명   (15%)  
 

6) 기타 24 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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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서의 진화론 기술에 대한 문제점 Q7~Q11] 

 

 7. 진화론이 과학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761 명   (52%)  

 

2) 현재의 과학적 발견만으로도 진화론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528 명   (36%)  

 

3)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현재는 삭제되어야 한다 142 명   (10%)  
 

4) 진화론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 15 명   (1%)  
 

5) 모르겠다 28 명   (2%)  
 

 

 8. 본인의 학창시절 당시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진화론(현재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도 포함)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만족한다 112 명   (8%)  
 

2) 만족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 
805 명   (55%)  

 

3) 만족하지 않고, 상당부분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수정/보완해야 한다 
376 명   (26%)  

 

4)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102 명   (7%)  

 

5) 잘 기억나지 않는다 56 명   (4%)  
 

6) 기타 23 명   (2%)  
 

 

 9. 과학 교과서에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근거의 예로 제시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시조새는 수각류 공룡의 후예로 관련 학계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진화론 설명에 적절하다 
311 명   (21%)  

 

2) 시조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자료를 

보강하고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삭제대상은 아니다 
766 명   (52%)  

 

3) 시조새가 포함되어도 혹은 빠져도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88 명   (6%)  

 

4) 시조새보다 진화론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121 명   (8%)  

 

5)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125 명   (8%)  

 

6) 잘 모르겠다 63 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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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RIC 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 증거(최신 논문 혹은 임팩트 있는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해당 관련 기관(교과 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교과서 

집필용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극 찬성하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 356 명   (24%)  
 

2) 찬성한다 924 명   (63%)  
 

3) 반대한다 86 명   (6%)  
 

4) 잘 모르겠다 80 명   (5%)  
 

5) 기타 28 명   (2%)  
 

 

 11. 이번 시조새 관련 논란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세요.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주관식 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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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정보조사 Q12~Q15] 

 

 12. 귀하의 학력은?  

 

    1) 학사 212 명   (14%)  
 

2) 석사 447 명   (30%)  
 

3) 박사 796 명   (54%)  
 

4) 기타 19 명   (1%) 
 

 

 13. 귀하의 직책은? 

 

    1) 대학생 51 명   (3%)  
 

2) 대학원생 343 명   (23%)  
 

3) 연구원 226 명   (15%)  
 

4) PostDoc./연구교수 224 명   (15%)  
 

5) 교수/책임연구원 348 명   (24%)  
 

6) 회사원 112 명   (8%)  
 

7) 대표이사 14 명   (1%)  
 

8) 공무원 57 명   (4%)  
 

9) 의료인 47 명   (3%)  
 

10) 기타 52 명   (4%) 
 

 

 14. 귀하의 소속은? 

 

    1) 대학 808 명   (55%)  
 

2) 대학병원 151 명   (10%)  
 

3) 국가기관 87 명   (6%)  
 

4) 정부출연연구원 120 명   (8%)  
 

5) 기업/벤처 215 명   (15%)  
 

6) 일반병원 25 명   (2%)  
 

7) 기타 68 명   (5%)  
 

 

 1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무교(종교없음) 741 명   (50%)  
 

2) 개신교 362 명   (25%)  
 

3) 불교 146 명   (10%)  
 

4) 천주교 191 명   (13%)  
 

5) 기타 34 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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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차분석 결과 

Q1. 최근 민간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의 청원으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들 중 

상당수가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조새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본 설문을 접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자세히 알고 있었다      □ 대략 알고 있었다       □ 전혀 몰랐다  

 단위 : 명, % 

 자세히 알고 

 

대략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전체(A) 

전 체 158 11% 739 50% 577 39% 1474 100% 

학 력 별         

학사 24 11% 116 55% 72 34% 212 14% 

석사 37 8% 249 56% 161 36% 447 30% 

박사 94 12% 369 46% 333 42% 796 54% 

기타 3 16% 5 26% 11 58% 19 1% 

직 책 별         

대학생 8 16% 31 61% 12 24% 51 3% 

대학원생 38 11% 190 55% 115 34% 343 23% 

연구원 19 8% 111 49% 96 42% 226 15% 

PostDoc./연구

 

26 12% 112 50% 86 38% 224 15% 

교수/책임연구

 

40 11% 170 49% 138 40% 348 24% 

회사원 10 9% 52 46% 50 45% 112 8% 

대표이사 0 0% 6 43% 8 57% 14 1% 

공무원 7 12% 23 40% 27 47% 57 4% 

의료인 1 2% 22 47% 24 51% 47 3% 

기타 9 17% 22 42% 21 40% 52 4% 

소 속 별         

대학 98 12% 437 54% 273 34% 808 55% 

대학병원 13 9% 58 38% 80 53% 151 10% 

국가기관 8 9% 34 39% 45 52% 87 6% 

정부출연연

 

12 10% 58 48% 50 42% 120 8% 

기업/벤처 13 6% 106 49% 96 45% 215 15% 

일반병원 1 4% 14 56% 10 40% 25 2% 

기타 13 19% 32 47% 23 34%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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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단위 : 명, % 

 매우 잘 알고 

 

대략적으로 알고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A) 

전 체 7 0% 161 11% 666 45% 640 43% 1474 100% 

학 력 별           

학사 1 0% 17 8% 111 52% 83 39% 212 14% 

석사 2 0% 52 12% 207 46% 186 42% 447 30% 

박사 4 1% 87 11% 339 43% 366 46% 796 54% 

기타 0 0% 5 26% 9 47% 5 26% 19 1% 

직 책 별           

대학생 0 0% 5 10% 27 53% 19 37% 51 3% 

대학원생 3 1% 32 9% 157 46% 151 44% 343 23% 

연구원 0 0% 22 10% 105 46% 99 44% 226 15% 

PostDoc./연구

 

0 0% 23 10% 99 44% 102 46% 224 15% 

교수/책임연

 

4 1% 39 11% 148 43% 157 45% 348 24% 

회사원 0 0% 17 15% 52 46% 43 38% 112 8% 

대표이사 0 0% 1 7% 7 50% 6 43% 14 1% 

공무원 0 0% 7 12% 26 46% 24 42% 57 4% 

의료인 0 0% 4 9% 22 47% 21 45% 47 3% 

기타 0 0% 11 21% 23 44% 18 35% 52 4% 

소 속 별           

대학 6 1% 88 11% 370 46% 344 43% 808 55% 

대학병원 1 1% 12 8% 59 39% 79 52% 151 10% 

국가기관 0 0% 9 10% 38 44% 40 46% 87 6% 

정부출연연

 

0 0% 14 12% 57 48% 49 41% 120 8% 

기업/벤처 0 0% 20 9% 100 47% 95 44% 215 15% 

일반병원 0 0% 3 12% 11 44% 11 44% 25 2% 

기타 0 0% 15 22% 31 46% 22 32%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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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시조새관련 내용이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된 절차는 특정 민간단체(교진추)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전달하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 교과서 출판사로 전달, 각 

출판사에게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각 출판사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삭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요구에 대한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의 이러한 과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문제가 좀 있다     □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전혀 없다   □ 모르겠다  

 

단위 : 명, % 

 문제가 매우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전혀 없

 

모르겠다 전체(A) 

전 체 799 54% 479 32% 109 7% 55 4% 32 2% 1474 100% 

학 력 별             

학사 106 50% 76 36% 17 8% 8 4% 5 2% 212 14% 

석사 213 48% 176 39% 27 6% 20 4% 11 2% 447 30% 

박사 471 59% 222 28% 63 8% 26 3% 14 2% 796 54% 

기타 9 47% 5 26% 2 11% 1 5% 2 11% 19 1% 

직 책 별             

대학생 28 55% 14 27% 3 6% 4 8% 2 4% 51 3% 

대학원생 167 49% 142 41% 18 5% 10 3% 6 2% 343 23% 

연구원 108 48% 86 38% 19 8% 6 3% 7 3% 226 15% 

PostDoc./연구

 

127 57% 69 31% 18 8% 5 2% 5 2% 224 15% 

교수/책임연구

 

217 62% 77 22% 34 10% 13 4% 7 2% 348 24% 

회사원 59 53% 37 33% 9 8% 5 4% 2 2% 112 8% 

대표이사 9 64% 2 14% 2 14% 1 7% 0 0% 14 1% 

공무원 29 51% 23 40% 3 5% 2 4% 0 0% 57 4% 

의료인 29 62% 13 28% 1 2% 3 6% 1 2% 47 3% 

기타 26 50% 16 31% 2 4% 6 12% 2 4% 52 4% 

소 속 별             

대학 438 54% 261 32% 61 8% 30 4% 18 2% 808 55% 

대학병원 87 58% 49 32% 8 5% 4 3% 3 2% 151 10% 

국가기관 46 53% 29 33% 8 9% 2 2% 2 2% 87 6% 

정부출연연

 

61 51% 39 33% 12 10% 5 4% 3 3% 120 8% 

기업/벤처 115 53% 70 33% 18 8% 8 4% 4 2% 215 15% 

일반병원 14 56% 10 40% 0 0% 1 4% 0 0% 25 2% 

기타 38 56% 21 31% 2 3% 5 7% 2 3%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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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문제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 절차상 전문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청원서를 낸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 청원서의 최종 검증 주체가 출판사에 있다는 점   

    □ 청원서를 낸 단체가 다른 의도(종교적)를 가진 단체로 판단된다는 점  

    □ 기타 (                        ) 

 단위 : 명, % 

 절차상 

 

  

 

  

청원서를 낸 

 

 

 

 

청원서의 최종 

  

  

 

청원서를 낸 단

  

  

 

  

기타 전체(A) 

전 체 670 52% 104 8% 211 17% 264 21% 29 2% 1278 100% 

학 력 별             

학사 87 48% 19 10% 27 15% 43 24% 6 3% 182 14% 

석사 195 50% 35 9% 77 20% 76 20% 6 2% 389 30% 

박사 382 55% 50 7% 103 15% 141 20% 17 2% 693 54% 

기타 6 43% 0 0% 4 29% 4 29% 0 0% 14 1% 

직 책 별             

대학생 21 50% 6 14% 6 14% 9 21% 0 0% 42 3% 

대학원생 138 45% 29 9% 70 23% 65 21% 7 2% 309 24% 

연구원 97 50% 22 11% 38 20% 31 16% 6 3% 194 15% 

PostDoc./연구

 

117 60% 14 7% 24 12% 38 19% 3 2% 196 15% 

교수/책임연구

 

160 54% 16 5% 42 14% 67 23% 9 3% 294 23% 

회사원 57 59% 4 4% 14 15% 21 22% 0 0% 96 8% 

대표이사 7 64% 1 9% 0 0% 3 27% 0 0% 11 1% 

공무원 26 50% 6 12% 6 12% 10 19% 4 8% 52 4% 

의료인 22 52% 3 7% 8 19% 9 21% 0 0% 42 3% 

기타 25 60% 3 7% 3 7% 11 26% 0 0% 42 3% 

소 속 별             

대학 347 50% 64 9% 132 19% 145 21% 11 2% 699 55% 

대학병원 74 54% 6 4% 26 19% 25 18% 5 4% 136 11% 

국가기관 37 49% 4 5% 7 9% 20 27% 7 9% 75 6% 

정부출연연

 

57 57% 7 7% 16 16% 18 18% 2 2% 100 8% 

기업/벤처 105 57% 12 6% 26 14% 41 22% 1 1% 185 14% 

일반병원 11 46% 5 21% 2 8% 4 17% 2 8% 24 2% 

기타 39 66% 6 10% 2 3% 11 19% 1 2% 59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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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이번 시조새 관련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해야 할 단체로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관련 학회가 앞장 서야함   

    □ 과학기술자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앞장 서야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앞장 서야함  

    □ 정부 공식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앞장 서야함  

    □ 관련 연구자들이 일시적인 모임 형태를 만들어 앞장 서야함  

    □ 기타 (                        )  

 단위 : 명, % 

 관련 학회가 

  

과학기술자 

 

  

 

한국과학기술

 

  

정부 공식 기

 

  

 

관련 연구자들

  

  

  

 

기타 전체(A) 

전 체 282 22% 316 25% 81 6% 540 42% 32 3% 27 2% 1278 100% 

학 력 별               

학사 49 27% 36 20% 5 3% 84 46% 6 3% 2 1% 182 14% 

석사 70 18% 94 24% 16 4% 190 49% 12 3% 7 2% 389 30% 

박사 157 23% 184 27% 59 9% 263 38% 14 2% 16 2% 693 54% 

기타 6 43% 2 14% 1 7% 3 21% 0 0% 2 14% 14 1% 

직 책 별               

대학생 16 38% 8 19%  0% 18 43%  0%  0% 42 3% 

대학원생 55 18% 70 23% 10 3% 158 51% 10 3% 6 2% 309 24% 

연구원 41 21% 53 27% 10 5% 84 43% 6 3%  0% 194 15% 

PostDoc./연

 

39 20% 37 19% 15 8% 99 51% 3 2% 3 2% 196 15% 

교수/책임연

 

80 27% 89 30% 25 9% 86 29% 6 2% 8 3% 294 23% 

회사원 22 23% 18 19% 7 7% 45 47% 3 3% 1 1% 96 8% 

대표이사 4 36% 4 36%  0% 2 18% 1 9%  0% 11 1% 

공무원 8 15% 13 25% 7 13% 18 35% 2 4% 4 8% 52 4% 

의료인 10 24% 13 31% 4 10% 14 33%  0% 1 2% 42 3% 

기타 7 17% 11 26% 3 7% 16 38% 1 2% 4 10% 42 3% 

소 속 별               

대학 154 22% 169 24% 33 5% 311 44% 17 2% 15 2% 699 55% 

대학병원 35 26% 31 23% 7 5% 61 45% 1 1% 1 1% 136 11% 

국가기관 13 17% 23 31% 8 11% 25 33% 1 1% 5 7% 75 6% 

정부출연

 

19 19% 28 28% 11 11% 38 38% 4 4% 0 0% 100 8% 

기업/벤처 43 23% 47 25% 14 8% 72 39% 6 3% 3 2% 185 14% 

일반병원 5 21% 5 21% 3 13% 11 46% 0 0% 0 0% 24 2% 

기타 13 22% 13 22% 5 8% 22 37% 3 5% 3 5% 59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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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번 과학 교과서의 시조새 관련 내용 삭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입니다.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 교과서에만 한정)  

   □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단체(학회, 연구소 등)로 한정  

   □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개인/단체이면 가능  

   □ 전문가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원 가능  

   □ 기타 (                        )    

 단위 : 명, % 

 관련분야 전문가가 

  

  

   

관련분야 전문가가 

 

 

 

전문가 포함 유무

  

   

기타 전체(A) 

전 체 850 58% 413 28% 194 13% 17 1% 1474 100% 

학 력 별           

학사 114 54% 64 30% 31 15% 3 1% 212 14% 

석사 251 56% 134 30% 58 13% 4 1% 447 30% 

박사 477 60% 209 26% 102 13% 8 1% 796 54% 

기타 8 42% 6 32% 3 16% 2 11% 19 1% 

직 책 별           

대학생 27 53% 16 31% 8 16% 0 0% 51 3% 

대학원생 194 57% 97 28% 49 14% 3 1% 343 23% 

연구원 117 52% 73 32% 31 14% 5 2% 226 15% 

PostDoc./연구

 

135 60% 62 28% 25 11% 2 1% 224 15% 

교수/책임연

 

212 61% 90 26% 43 12% 3 1% 348 24% 

회사원 60 54% 33 29% 18 16% 1 1% 112 8% 

대표이사 11 79% 2 14% 1 7% 0 0% 14 1% 

공무원 40 70% 14 25% 3 5% 0 0% 57 4% 

의료인 27 57% 15 32% 4 9% 1 2% 47 3% 

기타 27 52% 11 21% 12 23% 2 4% 52 4% 

소 속 별           

대학 469 58% 222 28% 110 14% 7 1% 808 55% 

대학병원 91 60% 44 29% 15 10% 1 1% 151 10% 

국가기관 53 61% 21 24% 11 13% 2 2% 87 6% 

정부출연연

 

71 59% 35 29% 13 11% 1 1% 120 8% 

기업/벤처 116 54% 65 30% 30 14% 4 2% 215 15% 

일반병원 15 60% 7 28% 3 12% 0 0% 25 2% 

기타 35 51% 19 28% 12 18% 2 3%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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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과학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 한국과학창의재단  

   □ 별도의 국가 담당부서   

   □ 각 교과서 출판사 (자체 검정위원회)  

   □ 기타 (                        )    

 단위 : 명,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별도의 국가 담

 

각 교과서 출판

  

 

기타 전체(A) 

전 체 1116 76% 129 9% 119 8% 57 4% 53 4% 1474 100% 

학 력 별             

학사 161 76% 22 10% 14 7% 6 3% 9 4% 212 14% 

석사 347 78% 39 9% 41 9% 10 2% 10 2% 447 30% 

박사 598 75% 64 8% 60 8% 41 5% 33 4% 796 54% 

기타 10 53% 4 21% 4 21% 0 0% 1 5% 19 1% 

직 책 별             

대학생 37 73% 7 14% 4 8% 2 4% 1 2% 51 3% 

대학원생 260 76% 31 9% 35 10% 6 2% 11 3% 343 23% 

연구원 186 82% 14 6% 14 6% 5 2% 7 3% 226 15% 

PostDoc./연구

 

170 76% 20 9% 19 8% 9 4% 6 3% 224 15% 

교수/책임연

 

255 73% 28 8% 23 7% 23 7% 19 5% 348 24% 

회사원 87 78% 12 11% 8 7% 4 4% 1 1% 112 8% 

대표이사 8 57% 3 21% 1 7% 1 7% 1 7% 14 1% 

공무원 43 75% 5 9% 5 9% 2 4% 2 4% 57 4% 

의료인 36 77% 4 9% 4 9% 1 2% 2 4% 47 3% 

기타 34 65% 5 10% 6 12% 4 8% 3 6% 52 4% 

소 속 별             

대학 612 76% 63 8% 68 8% 34 4% 31 4% 808 55% 

대학병원 107 71% 20 13% 12 8% 5 3% 7 5% 151 10% 

국가기관 66 76% 9 10% 6 7% 2 2% 4 5% 87 6% 

정부출연연

 

93 78% 10 8% 10 8% 7 6% 0 0% 120 8% 

기업/벤처 167 78% 18 8% 15 7% 8 4% 7 3% 215 15% 

일반병원 21 84% 1 4% 3 12% 0 0% 0 0% 25 2% 

기타 50 74% 8 12% 5 7% 1 1% 4 6%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과학 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16 

Q6.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전문가 그룹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 검증 단체로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관련 학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각 출판사의 자체 검증위원회  

   □ 담당 부처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 전문가 그룹 형성   

   □ 기타 (                        )    

 단위 : 명, % 

 해당 관련 

 

과총 한국과학기술

 

각 출판사의 

 

 

담당 부처에서 

  

  

  

기타 전체(A) 

전 체 631 43% 427 29% 146 10% 28 2% 218 15% 24 2% 1474 100% 

학 력 별               

학사 94 44% 67 32% 13 6% 5 2% 30 14% 3 1% 212 14% 

석사 190 43% 144 32% 30 7% 5 1% 72 16% 6 1% 447 30% 

박사 338 42% 215 27% 101 13% 18 2% 110 14% 14 2% 796 54% 

기타 9 47% 1 5% 2 11% 0 0% 6 32% 1 5% 19 1% 

직 책 별               

대학생 33 65% 10 20% 3 6% 1 2% 4 8% 0 0% 51 3% 

대학원생 135 39% 124 36% 20 6% 5 1% 54 16% 5 1% 343 23% 

연구원 84 37% 76 34% 14 6% 3 1% 44 19% 5 2% 226 15% 

PostDoc./연

 

83 37% 67 30% 33 15% 2 1% 38 17% 1 0% 224 15% 

교수/책임연

 

175 50% 77 22% 39 11% 13 4% 37 11% 7 2% 348 24% 

회사원 45 40% 33 29% 12 11% 2 2% 16 14% 4 4% 112 8% 

대표이사 7 50% 6 43% 0 0% 0 0% 1 7% 0 0% 14 1% 

공무원 26 46% 11 19% 8 14% 0 0% 11 19% 1 2% 57 4% 

의료인 23 49% 10 21% 10 21% 0 0% 3 6% 1 2% 47 3% 

기타 20 38% 13 25% 7 13% 2 4% 10 19% 0 0% 52 4% 

소 속 별               

대학 360 45% 235 29% 68 8% 21 3% 110 14% 14 2% 808 55% 

대학병원 68 45% 37 25% 20 13% 0 0% 26 17% 0 0% 151 10% 

국가기관 38 44% 20 23% 11 13% 1 1% 15 17% 2 2% 87 6% 

정부출연

 

39 33% 42 35% 15 13% 2 2% 21 18% 1 1% 120 8% 

기업/벤처 89 41% 65 30% 19 9% 3 1% 32 15% 7 3% 215 15% 

일반병원 11 44% 8 32% 4 16% 0 0% 2 8% 0 0% 25 2% 

기타 26 38% 20 29% 9 13% 1 1% 12 18% 0 0%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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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진화론이 과학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과학적 발견만으로도 진화론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현재는 삭제되어야 한다  

   □ 진화론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  

   □ 모르겠다  

 단위 : 명, % 

 진화론은 

 

  

  

  

 

현재의 과학적 

 

 

 

 

 

과학적 근거가 

 

 

  

진화론은 무조

  

 

모르겠다 전체(A) 

전 체 761 52% 528 36% 142 10% 15 1% 28 2% 1474 100% 

학 력 별             

학사 98 46% 82 39% 22 10% 3 1% 7 3% 212 14% 

석사 215 48% 186 42% 34 8% 5 1% 7 2% 447 30% 

박사 441 55% 251 32% 84 11% 7 1% 13 2% 796 54% 

기타 7 37% 9 47% 2 11% 0 0% 1 5% 19 1% 

직 책 별             

대학생 25 49% 14 27% 7 14% 1 2% 4 8% 51 3% 

대학원생 169 49% 141 41% 23 7% 5 1% 5 1% 343 23% 

연구원 106 47% 95 42% 21 9% 0 0% 4 2% 226 15% 

PostDoc./연구

 

109 49% 83 37% 28 13% 2 1% 2 1% 224 15% 

교수/책임연구

 

201 58% 97 28% 39 11% 3 1% 8 2% 348 24% 

회사원 57 51% 44 39% 9 8% 1 1% 1 1% 112 8% 

대표이사 8 57% 4 29% 2 14% 0 0% 0 0% 14 1% 

공무원 33 58% 16 28% 5 9% 1 2% 2 4% 57 4% 

의료인 30 64% 13 28% 3 6% 0 0% 1 2% 47 3% 

기타 23 44% 21 40% 5 10% 2 4% 1 2% 52 4% 

소 속 별             

대학 406 50% 296 37% 78 10% 10 1% 18 2% 808 55% 

대학병원 86 57% 46 30% 16 11% 1 1% 2 1% 151 10% 

국가기관 53 61% 24 28% 7 8% 1 1% 2 2% 87 6% 

정부출연연

 

55 46% 52 43% 10 8% 1 1% 2 2% 120 8% 

기업/벤처 109 51% 79 37% 22 10% 2 1% 3 1% 215 15% 

일반병원 17 68% 6 24% 2 8% 0 0% 0 0% 25 2% 

기타 35 51% 25 37% 7 10% 0 0% 1 1% 68 5% 

종 교 별             

무교(종교없

 

447 60% 266 36% 18 2% 4 1% 6 1% 741 50% 

개신교 95 26% 124 34% 115 32% 11 3% 17 5% 362 25% 

불교 98 67% 45 31% 0 0% 0 0% 3 2% 146 10% 

천주교 108 57% 82 43% 1 1% 0 0% 0 0% 191 13% 

기타 13 38% 11 32% 8 24% 0 0% 2 6% 34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과학 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18 

Q8. 본인의 학창시절 당시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진화론(현재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도 포함)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만족한다  

   □ 만족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  

   □ 만족하지 않고, 상당부분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수정/보완해야 한다  

   □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 잘 기억나지 않는다  

   □ 기타 (                        )    

 단위 : 명, % 

 만족한다 만족하지만, 

  

 

 

  

만족하지 않

  

  

  

 

 

진화론은 과학

  

 

  

 

잘 기억나지 

 

기타 전체(A) 

전 체 112 8% 805 55% 376 26% 102 7% 56 4% 23 2% 1474 100% 

학 력 별               

학사 13 6% 115 54% 53 25% 18 8% 10 5% 3 1% 212 14% 

석사 29 6% 267 60% 110 25% 24 5% 8 2% 9 2% 447 30% 

박사 67 8% 415 52% 206 26% 59 7% 38 5% 11 1% 796 54% 

기타 3 16% 8 42% 7 37% 1 5% 0 0% 0 0% 19 1% 

직 책 별               

대학생 3 6% 28 55% 14 27% 6 12% 0 0% 0 0% 51 3% 

대학원생 24 7% 190 55% 88 26% 20 6% 13 4% 8 2% 343 23% 

연구원 17 8% 134 59% 50 22% 12 5% 9 4% 4 2% 226 15% 

PostDoc./연

 

10 4% 125 56% 69 31% 15 7% 5 2% 0 0% 224 15% 

교수/책임연

 

35 10% 170 49% 89 26% 28 8% 19 5% 7 2% 348 24% 

회사원 9 8% 64 57% 29 26% 6 5% 3 3% 1 1% 112 8% 

대표이사 1 7% 7 50% 3 21% 2 14% 1 7% 0 0% 14 1% 

공무원 4 7% 35 61% 10 18% 5 9% 1 2% 2 4% 57 4% 

의료인 7 15% 23 49% 12 26% 3 6% 2 4% 0 0% 47 3% 

기타 2 4% 29 56% 12 23% 5 10% 3 6% 1 2% 52 4% 

소 속 별               

대학 60 7% 431 53% 209 26% 60 7% 33 4% 15 2% 808 55% 

대학병원 12 8% 82 54% 43 28% 9 6% 3 2% 2 1% 151 10% 

국가기관 11 13% 49 56% 15 17% 7 8% 2 2% 3 3% 87 6% 

정부출연

 

9 8% 68 57% 31 26% 6 5% 5 4% 1 1% 120 8% 

기업/벤처 15 7% 126 59% 49 23% 15 7% 8 4% 2 1% 215 15% 

일반병원 3 12% 12 48% 8 32% 1 4% 1 4% 0 0% 25 2% 

기타 2 3% 37 54% 21 31% 4 6% 4 6% 0 0% 68 5% 

종 교 별               

무교(종교없

 

67 9% 462 62% 161 22% 12 2% 32 4% 7 1% 741 50% 

개신교 7 2% 107 30% 143 40% 84 23% 10 3% 11 3% 362 25% 

불교 15 10% 98 67% 27 18% 0 0% 5 3% 1 1% 146 10% 

천주교 20 10% 130 68% 32 17% 0 0% 8 4% 1 1% 191 13% 

기타 3 9% 8 24% 13 38% 6 18% 1 3% 3 9% 34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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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과학 교과서에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근거의 예로 제시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시조새는 수각류 공룡의 후예로 관련 학계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진화론 설명에 적절하다  

   □ 시조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자료를 보강하고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삭제대상은 아니다  

   □ 시조새가 포함되어도 혹은 빠져도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시조새보다 진화론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 잘 모르겠다  

 단위 : 명, % 

 시조새는 

  

  

 

  

  

 

 

시조새 관련 

  

  

 

 

  

 

 

 

시조새가 포함

  

  

  

  

 

시조새보다 진

  

   

  

  

 

진화론에 대한 

 

  

 

 

잘 모르겠다 전체(A) 

전 체 311 21% 766 52% 88 6% 121 8% 125 8% 63 4% 1474 100% 

학 력 별               

학사 38 18% 107 50% 14 7% 26 12% 16 8% 11 5% 212 14% 

석사 88 20% 255 57% 22 5% 35 8% 32 7% 15 3% 447 30% 

박사 183 23% 392 49% 52 7% 58 7% 76 10% 35 4% 796 54% 

기타 2 11% 12 63% 0 0% 2 11% 1 5% 2 11% 19 1% 

직 책 별               

대학생 8 16% 27 53% 1 2% 8 16% 5 10% 2 4% 51 3% 

대학원생 66 19% 190 55% 18 5% 31 9% 25 7% 13 4% 343 23% 

연구원 47 21% 139 62% 10 4% 11 5% 12 5% 7 3% 226 15% 

PostDoc./연

 

42 19% 121 54% 15 7% 15 7% 24 11% 7 3% 224 15% 

교수/책임연

 

91 26% 145 42% 29 8% 25 7% 37 11% 21 6% 348 24% 

회사원 23 21% 55 49% 11 10% 13 12% 6 5% 4 4% 112 8% 

대표이사 1 7% 8 57% 1 7% 1 7% 3 21% 0 0% 14 1% 

공무원 14 25% 32 56% 0 0% 6 11% 4 7% 1 2% 57 4% 

의료인 10 21% 22 47% 2 4% 5 11% 3 6% 5 11% 47 3% 

기타 9 17% 27 52% 1 2% 6 12% 6 12% 3 6% 52 4% 

소 속 별               

대학 170 21% 400 50% 50 6% 73 9% 77 10% 38 5% 808 55% 

대학병원 32 21% 85 56% 10 7% 5 3% 12 8% 7 5% 151 10% 

국가기관 19 22% 49 56% 3 3% 6 7% 6 7% 4 5% 87 6% 

정부출연

 

31 26% 66 55% 6 5% 10 8% 5 4% 2 2% 120 8% 

기업/벤처 40 19% 116 54% 12 6% 19 9% 19 9% 9 4% 215 15% 

일반병원 3 12% 13 52% 3 12% 2 8% 2 8% 2 8% 25 2% 

기타 16 24% 37 54% 4 6% 6 9% 4 6% 1 1% 68 5% 

종 교 별               

무교(종교없

 

179 24% 429 58% 43 6% 45 6% 17 2% 28 4% 741 50% 

개신교 31 9% 124 34% 29 8% 55 15% 102 28% 21 6% 362 25% 

불교 45 31% 89 61% 0 0% 5 3% 0 0% 7 5% 146 10% 

천주교 50 26% 108 57% 16 8% 11 6% 0 0% 6 3% 191 13% 

기타 6 18% 16 47% 0 0% 5 15% 6 18% 1 3% 34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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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BRIC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 증거(최신 논문 혹은 임팩트 있는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해당 관련 기관(교과 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교과서 집필용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 찬성하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                        )    

 단위 : 명, % 

 적극 찬성하며,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A) 

전 체 356 24% 924 63% 86 6% 80 5% 28 2% 1474 100% 

학 력 별             

학사 49 23% 133 63% 11 5% 16 8% 3 1% 212 14% 

석사 99 22% 296 66% 22 5% 23 5% 7 2% 447 30% 

박사 204 26% 482 61% 52 7% 40 5% 18 2% 796 54% 

기타 4 21% 13 68% 1 5% 1 5% 0 0% 19 1% 

직 책 별             

대학생 12 24% 31 61% 4 8% 3 6% 1 2% 51 3% 

대학원생 89 26% 214 62% 15 4% 22 6% 3 1% 343 23% 

연구원 49 22% 151 67% 10 4% 11 5% 5 2% 226 15% 

PostDoc./연구

 

53 24% 148 66% 10 4% 9 4% 4 2% 224 15% 

교수/책임연구

 

84 24% 203 58% 30 9% 20 6% 11 3% 348 24% 

회사원 24 21% 72 64% 8 7% 8 7% 0 0% 112 8% 

대표이사 2 14% 11 79% 1 7% 0 0% 0 0% 14 1% 

공무원 16 28% 36 63% 4 7% 0 0% 1 2% 57 4% 

의료인 13 28% 28 60% 2 4% 4 9% 0 0% 47 3% 

기타 14 27% 30 58% 2 4% 3 6% 3 6% 52 4% 

소 속 별             

대학 185 23% 511 63% 50 6% 47 6% 15 2% 808 55% 

대학병원 38 25% 94 62% 9 6% 8 5% 2 1% 151 10% 

국가기관 28 32% 51 59% 5 6% 1 1% 2 2% 87 6% 

정부출연연

 

33 28% 69 58% 6 5% 10 8% 2 2% 120 8% 

기업/벤처 48 22% 142 66% 12 6% 11 5% 2 1% 215 15% 

일반병원 7 28% 15 60% 2 8% 1 4% 0 0% 25 2% 

기타 17 25% 42 62% 2 3% 2 3% 5 7% 68 5%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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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응답 및 주관식 결과 

[Q3.1. 문제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all of them 

 청원만 있으면 교과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 공론 등 적절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 

 전부 우려됩니다.  

 전문적 검증없이 교과부 그져 민원불만 처리반인지  

 위의 예시가 복합적으로 모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위의 사항 모두 

 위의 모든것이 문제임 

 위의 모든 사항이 문제이다 

 위의 모든 사항들이 다 우려된다고 여겨짐 

 위의 4문항 포함, 재량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함 

 위 사항 모두 해당됨 

 상기 내용이 다 문제가 된다고 사료됨.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교리에 종속된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너무 단순한 경로를 통한 결정이었음 (전문분야의 충분한 토론 없이). 

 그 단체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토론이 이루어진듯 보이지 않음 

 과학을 종교적으로 좌지우지할수없다 

 과학교과서가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된것이 아니라는 점 

 개신교 신봉자의 치졸한 장난에 분노한다 

 4 가지다 우려 됨 

 검증 절차가 문제가 있고, 내용 선별권은 교육을 받는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상식선으로 봐도 이

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론화 과정과 양쪽 논리의 이해 검증 

 다른 과학적 사실들이 임의 삭제되거나 수정되는일이 보편화되는것 

 애초부터 교과서 내용이 잘못되었음 

 위사항 전부 

 전문가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최종 검증 주체가 출판사라는 점 모두 

 절차상 여러가지로... 

 절차상 전문가의 검증과 청원서를 낸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는 점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가 책임을 출판사에 넘겼다는 점 

 

[Q3.2. 이번 시조새 관련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해야 할 단체로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현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단체만이 아니라 관련된 과학단체가 모~두 연합하여야함. 

 통섭을 통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학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종교인을 배제한 관련 학회가 앞장 서야함 

 정부기관이 관련학회의 자문의 얻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정부기관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와 공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전문 학자들의 문제다.  개신교신봉자가 건방지게 나설분야 아니다 

 일단 교과서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던 점 자체를  정부 감사등으로 확인하고, 추후 내용의 전문성 검증은 위와같은 기

관에서 주도하는게 맞다고 봄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전문 연구자들이 수행해야함 

 이런 사항의 경우 한단체(특정단체)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여러 단체에서 함께 

 모든 교과서 수정 절차가 과학 교과서와 같다면 모든 관련 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서야 할 듯 합니다.  청원을 하는 사람

과 출판사가 단합(?)하면 교과서를 모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앞장서라! 교과부는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혀라 

 다 해당됨 

 기존 질답이 제한적임. 문제제기는 어느 집단이든 가능하다고 봄. 학부모 모임이나 학생들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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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교육청,교육기관,대학등 대입시험 출제 관련자 

 관련학회가 앞장 서야함에 원칙동의 합니다. 추가로, 제도적으로 관련학회의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 

 본 업무로써 일시적이 아닌 과학교과서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딱히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없는것 같음. 그것 또한 문제. 

 다양한 신념과 관점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교과서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두단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고 봅니다.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일반인이 모두 포함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교과서 내용변경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학회 뿐 이나라 상기의 모든 위원회의 담당인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학회가 좋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학회가 많기때문에 이에대한 검증도 필요함 

 관련 학회(또는 연구자, 교육자) 등 전문가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일반인이 결정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결론이 나지 않을 사항임...하지만 교과서에는 진화/창조 모두 소개되어야 함 

 각 단체의 특성을 잘 몰라서 선택 못 하겠음 

 

[Q4. 이번 과학 교과서의 시조새 관련 내용 삭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입

니다.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 교과서

에만 한정)]에 대한 기타 응답 
 타당한 근거만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청원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심의는 전문가가 필요 

 청원을 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요건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있으며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함 

 청원은 아무나 상관없이 가능하나 과학분야에는 검증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도 검증하는 기관에서 전문성 있게 검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누구나 가능하나 정당한 절차와 과학적인 근거에서 대처하라  

 처리 및 검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절차가 있다면 주최는 청원 주체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한하여 누구나 청원 가능 

 누구나 가능하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힘을 가진 압력단체 배제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단체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단체가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단체나 개인에 의해 청원 받은 내용을 수렴하

여 보고할 것을 의무로 해야함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함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단체 모집(수능시험출제위원처럼 철저하게 외압과 분리된 상태로 심사) 

 

[Q5. 과학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Fact 자체가 중요. 

 해당관련학회 

 해당관련학회 

 해당 학회 및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단체가 있어야함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단체(생물학회)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그 단체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 단체, 즉 해당 관련 학회 

 출판사와 정부기관 동시 검증 

 진화론과 창조론을 지지하는 반반의 인원수를 가진 위원회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검증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관련부서가 큰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각 교과서 위원회가 최종 결정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하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정부와 민간전문가 공동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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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속이 아닌 정부 관할 하의 심의위원회 

 전문성있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필요때마다 만들어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위 항목 전체 + a 

 위 모든 기관 및 단체가 합해져서 

 외부압력을 전혀 받지 않는 제 3의 독립기관 

 서울 시장이나 공무원, 혹은 시민 단체 

 사범대학 

 비정부 과학기술단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별도의 한시적 전문기구를 운영 필요 

 별도의 국가 담당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게 검증 절차를 의뢰해야함 

 담당부서가 해야 하지만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다양한 그룹에서 동일 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구성회 

 국가기관 국가산하기관을 제외한 전문가그룹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기술부와 독립된 자문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및 이 창조 진화론자 공동 참여하에 결정 

 교육 및 과학 관련 모든 부서 

 교과서 내용변경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학회 뿐 이나라 상기의 모든 위원회의 담당인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교과부와 관련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기관 설치 필요   

 관련학회 

 관련분야의 학회 

 관련분야 전문학회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단체(학회, 연구소 등) 

 관련 학회 

 관련 분야의 학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으로 교과부에서 관리 감독 

 과학자 단체 

 과총 등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다면 어떤곳이든 상관없으며 교과서 출판사도 그중 하나로 봄 

 공기관도 당근 썩었다. 믿을 수 없다.  고로 외국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각 출판사 산하 개별 전문가 그룹 

 각 분야의 검증된 주체를 통한 자문단 설립 후 일임 

 

[Q6.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전문가 그룹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 검증 단체로 적절

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해당 학회, 과종, 한림원의 크로스체킹 

 해당 관련 학회에서 검증, 담당 부처에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전문가 그룹 형성하여 교과서 수정여부 결정 

 한국인 아닌 선진 외국 전문가면 된다 

 잘모르겠음 

 잘모르겠다 

 잘 모르겠음 

 일반 시민 단체 

 위 항목 전체 + a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음. 하나의 단체로 특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건은 진화론의 문제시 되는 부분의 삭제이기 때문에 이번 절차가 적합함. 

 대학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함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진화론의 근거에 대해서 논란없이 설명해줄 수 있는 과학자는 현재 아무도 없다. 진화론 

논의에서 전문가를 운운하는 것은 진화론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론 즉 가설일뿐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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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학회 전문가 집단 

 교과서 내용변경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학회 뿐 이나라 상기의 모든 위원회의 담당인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검증위원회 + 균형잡힌 전문가 그룹 형성 

 교과부가 사안별로 결정필요 

 과학적 역량(연구성과)이 인정된 과학자가 포함된 전문가 그룹(과학내의 분야마다 개별적으로 선정) 

 과학이라는 학문인데 국내외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 

 과총, 한림원, 그리고 부처에서 형성한 그룹 세 집단이 함께 검증해야함 

 

[Q8. 본인의 학창시절 당시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진화론(현재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도 포함) 내용에 대해

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현재 논쟁중인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싣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설명하는 방안 

 하나의 '가설'이라는 차원에서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안하되 창조론의 입장도 들어가야 한다. 

 진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진화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인것 처럼 배웠던 부분이 아쉽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이론 혹은 가설일 뿐이므로, 보완/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진화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받은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최근 발견들을 다수 반영해야 함 

 진화론을 너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다. 제대로 보완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진화론은 학설인데 근거가 분명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면 수정되어야 하고, 진화론의 반대 학설(창조론)도 같은 무게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만을 유일한 가능성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진화론도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서 지난 1백여년간 부단히 수정 보완되면서 진화해 왔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는 진화론

에 다른 형태의 가설을 종합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확실한 내용 중 진화론적 가설에 근거하여 설명할 

때는 진화론에 근거한 가설임을 반드시 서두에 알려야 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다루는 것은 어떨런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모두 다뤄져야한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 과학적 근거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질문 하는 것조차 우습다.  혹시 이 설문 낸 사람도 교진추 관련자 아닌가? 한심한 질문이다. 

 양쪽다 올리는게 맞다 

 많은 부분에서 진화론이 논란이 있으며, 진화론자 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음. 아직 교과서에서 100% 진실이라는 내용

으로 교육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임. 

 만족하지 않고,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 (세번째 문항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든

다" -> 아니... 진화론에 대한 근거에 대한 연구를 새로 시작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질문 만드신 분도 과

학적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문항인가요?"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선생님들도 진화론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다. 좀더 진화론에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내가 만족하고 않하고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과학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다.  

 96 ~ 97년도 졸업이라 해당 분야 (진화론)에 대한 생물학의 교육은 전무하였다고 기억합니다 

 

[Q10. BRIC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 증거(최신 논문 혹은 임팩트 있는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해당 관련 기관(교과 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교과서 집필용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기타 응답 
 BRIC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BRIC 보다는 개별 개인이나 개별 단체의 입장 표현이 적절한다. 

 BRIC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다 진화론 혹은 기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RIC의 이름으로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개인적 또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

니다. 

 BRIC 이 아니라 진화학회에서 체계적인 접근 필요 

 BRIC 역시 책임있는 기관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찬성하지만 진화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제공하였으면 좋겠다. 즉, 부정적 증거가 있으면 있는대로 개방

하여 진정한 '과학'의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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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하되 창조론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한쪽 정보만 제

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화론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BRIC의 운영진의 편파적인 설문항 설계 및 설문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판담함 

 진화론의 비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보하여야 함 

 진화론은 이론에 불과하고 .. 과학적 증거라고 제시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

린 내용은 과학적 근거없이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진화론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아닌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찰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같이 제출함이 바람직 

 중고등 교과서 이므로, 최신 내용 보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설로 인정된 내용만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생각함.(현재 

교과내용은 필히 업데이트 되어야 함) 

 적극 찬성하지만 교과서 집필용으로는 브릭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현재 해당 학회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연구와 입장정

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Gordon 학회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이슈에 관심이 많고 참석 과학자들이 적극 토론하

여 가설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 제공후 관련기관이 판단하게 하지말고 학회차원에서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 지지는 하지만, 전공이 아니므로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BRIC을 통해 이슈화될 수는 있으나, 문제의 해결에 BRIC이 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오직 과학적은 타당성이 있는 논문만 모아야 하는데 아무리 임팩트가 높아도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

가.국내만이아니라 국외의 논문들도 정리되어 주장해야 한다. 

 연구자들의 투명성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제부터 브릭이 이런 우스운 잇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엄선된 논문이라면 가능하겠다 

 브릭이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역시 공신력과 책임이 잇는 기관이 아니므로 더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이 일을 

해결해야 함. 

 브릭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학인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브릭이란 사회적 조직이 나서

서 할일은 아니라고 봄.  

 반대. 반대성향이 주가될것으로보이며 결국 중립을 잃을것 

 반대, BRIC 회원 모두가 진화론에 동의 한다고 볼 수 없다. 

 매우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야하고, 후에는 제도적 관리감독 기관이 확립되고 그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현재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내용을 실을수는 없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Q11. 이번 시조새 관련 논란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세요.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없음’ 등의 무의미한 응답은 삭제하였음. 

 

 시조새의 대진화 화석증거에 대한 오류를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At the end of the three days of 

presentations, [Alan] Charig [chief curator of fossil amphibians, reptiles, and birds at the British Museum&#8212;BH/BT] 

orchestrated a concerted effort to summarize the ideas for which consensus exists. The general credo runs as follows: 

Archaeopteryx was a bird that could fly, but it was not necessarily the direct ancestor of modern birds....  (September 11-

15, 1984, an International Archaeopteryx Conference was held in Eichstatt, Bavaria to evaluate the official status of 

Archaeopteryx: In describing the consensus of the evolutionary scientists who attended this conference, Peter Dodson 

wrote in the Journal of Vertebrate Paleontology in 1985: Dodson, Peter (1985), “International Archaeopteryx Conference,” 

Journal of Vertebrate Paleontology, 5:179, June)  3일간의 학회 발표가 끝났을 때, 박물관소장인 알란 차리그는 시조새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취합하였다. 최종 합의된 선언은 다음과 같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

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Paleontologists have tried to turn Archaeopteryx into an earth-bound, 

feathered dinosaur. But it’s not. It is a bird, a perching bird. And no amount of ‘paleobabble’ is going to change that” 

(Morell, Virginia .1993. “Archaeopteryx: Early Bird Catches a Can of Worms,” Science, 259:764-765, February 5. p764)    고

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서 사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건 아니다. 시조새는 그냥 새이며,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의 일종이다. 고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둔갑시키려) 노력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창조론이나 진화론 모두 하나의 가설"로써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어느쪽에도 끌어다 맞추지 말라는 뜻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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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부분다 가설이고, 완벽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사에 진

화론이 기여한 바는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의의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

라서 종교고 뭐고를 떠나서, 여러 학설은 소개할 필요가 있되, 그것이 확정된 사실처럼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공계 전공이지만,, 사실 책을 읽다보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신을 믿는것 만큼이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가르치되, 아이들이 이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알 수 있도록 뚜렷한 기준을 세워서 가르쳐 주어야 편향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 한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설문이 참 유도성이네요. 앞으로는 문항구성을 할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설문참여자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교를 물어보는것은 창

조론 단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지목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쪽은 빼 주십시오. 종교를 가졌지

만 그 어느쪽도 지지하지 않는 저같은 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 

 본인은 유전학이나 진화론 전공자가 아닌 교편을 잡고 있는 평범한 자연과학자이지만, 우리가 여지껏 밝혀 온것은 법칙

이라 이름지어진 것까지도 포함한 모든 결과물들은 학설 (theory)이며 언제든지 바뀔수 있고, 또한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

으로 부족하면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고 삭제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험연구를 해보신 분들 모두가 진화론을 가지고 논

문을 쓰시는 것은 아니며 실험 결과물에 의한 팩트 (FACT)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지들 않습니까? 현재 진화론 연구분야는 

이러한 팩트보다 추정과 데코레이션이 많은것도 사실임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소송을 통해 교과서에

서 창조론을 삭제한 경험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본 시조새 사건이 진화론의 패배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언론에 의해 브릭까지 부화뇌동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긴급 설문조사 대상

도 아니며, 이러한 기안을 누가 올려서 브릭 연구자들에게 메일까지 발송했는지 하도 궁금해서 설문에 답하며 제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50735;다고 생각

합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화론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입장 

모두 어느정도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교육으로 가버린다면 교육이 가져 

마땅한 평등성이라는 부분에서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일

본의 교과서 내용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이는 일부 일본인이 자신들에게 유

리한 편중된 내용만을 교과서에 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은 진화론의 

내용을 빼버리지 말고 차라리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는 것이 옮다는 의견입니다. 

 시조새는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라 생각한다. 실재로 본적도 없고 단지 화석만으로 추측한다는 것은 과

학적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재로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추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라파고스 

군도나 특히 인류의 진화론도 마찬가지다. 왜 진화되어가면서 중간 인류는 없는 것인가.. 진화론이 진리라면 지금도 우리

는 진화되어가는 인류와 함께 지내야하고 동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화 이후의 것들만 있다..  가끔

씩 저 먼 바다 심해나 깊은 정글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어떤 특이한 동식물들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저 

특이하고 비슷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조새관련하여 명성있는 BRIC에서 진화론에 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면 그 반대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자료를 모아 공정하게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식 과학단체를 거치지 않아

서 그 단계가 불편한 것이라면 공정한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현재 밤12시가 넘어서 눈이 감기는데

도 설문및 글을 남깁니다. 교과서는 후손들을 교육하는 아주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특정 종교편향적인 민간단체에서 제출

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까지 전달이 될 필요도 없없다고 봅니다.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검증도 하지 않고 과학 교과서 출판사로 바로 전달하니요?  

이번일을 계기로 각 출판사에게 과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가존속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 직결된 교과서(특히 과학,역사,

국어)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주기보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검증을 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

안이 우려대로 시조새관련 내용이 삭제된다면 다음엔 여자는 갈비뼈하나 없다는 내용이 첨가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제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중요한 시각을 배

우는 시기인데, 부족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문제는 기독교 단체가 제기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듯 싶은데,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조새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정말 확실한지 전문가 패널 및 공개 토론을 통해 따

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진화론 창조론에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주입식 교육보다는... 또한 교과서가 출판사 자체검열에 대해 다양화되면 학교 및 교사들이 선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교과서에 다른 의견을 통해 학생들은 열린 시각을 배우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시중에 판매 중인 과학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진화론에 근거한 기술만을 하고 있다. 이들 내용 중 시조새 외 일부 

자료들 중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까지 과학이란 이름하에 맹신 중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모든 과학교과서에는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 인류의 기원 등에 대한 현존하는 가설들을 나열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차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기존의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드시 진화론에 근거한 가설임을 명

기해야 한다. 그리고 시조새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연결고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되어 온 것도 그렇고 그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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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예들도 부정확한 것이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학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

고 진화론 외, 지적설계론, 창조론, 외계생명체 유입설 등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과학 교과서에 반드시 소개되어야 함

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친추'는 그 구성원을 살펴보았을 때, 창조과학회라는 사이비과학집단이 주도가 되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진화론은 검

증과 반증에 열려있는 정통과학 이론이면서 지금까지 반증되지 않은 생물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찰스 다윈이후 200여년에 걸친 과학이론을, 특정 종교의 교리에 기반한 믿음으로 교체하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과학의 가장 기본인 실험과 반증을 통한 방법론 보다는, 아직 기존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한 틈새

를 공략할 뿐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교과서 관련 사건을 보면서 과학적 사실들

이 특정종교의 믿음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을 보게됩니다. 

 시조새 관련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삭제 조치가 기독교 지배계층이 사실을 왜곡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선전도

구로 이용당하는 것이 문제다.  즉 교육부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각 교회에서는 선전 할 것이 뻔하고 

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 신도들은 이런 선전을 믿게되는 것이 문제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꽃피운 지성이 결과가 과학인데 그동안 과학교육에서 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지성을 교육할 생각은 

안하고 입시위주의 문제 풀이만 강조하다보니 50년대 이후 출생한 과학자들은  과학의 지성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학계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 과학계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번 

사건은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과학계의 천박성과 한국 과학 지성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조새는 관련 학회에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님을 인정했다. 진화론Vs창조론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교

과서의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일이라 생각된다 과학은 발

전을 거듭하며 바뀌기 마련이고 진화론 또한 그렇다 이번 교진추에서  청원한 것들을 포함하여 고쳐졌어야 할 과거의 

이론들이 학생들에게 여과없이 가르쳐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과학자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사실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과학의 양심으로 주목받았던 브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것도 진화론 옹호 자료를 모으겠다

는 마지막 문항과 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에 큰 실망을 느낀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진화론

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과서의 오류로 지적된 구이론들에 집착한다면 과학의 미래도,학생들을 미래도 어둡다. 

 이번 시조새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과서집필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을것 같다. 이러한 것은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출판사들이 집필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문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특히, 단순시험, 행정고시로 뽑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문기과인 선정되었을때 우리나라에 비인기분야(여기는 시조새 or 진화론)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몇명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bric같은 web base의 공개된 전문기관의 

경우 전문가 비전문가가 뒤섞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반드의견을 

냈다. 어째든 이번일로 동일한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매뉴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랍니다. 

 종교 단체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봅니다. 개인이 종교에 기반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종교 단체라는 것은 이미 객과적인 시각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걸러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편중된 시각에서 제기된 청원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접 교과서에 까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문 문항은 대부분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단체 중 하나를 검증 기관으로 선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 기관이 가장 공신력을 갖기 쉬우나, 간혹 종교적인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경향도 보이는 바, 교육 기관에 있어 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설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체에 대한 검증절차도 필요하겠지요. 

 시조새 뿐 아니라 많은 과학관련 서적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선 진화론을 배웠지만, 

인류의 조상이나(네안데르탈인 등) 많은 증거들이 또 다른 과학서적에선 결국엔 가짜로 밝혀졌다더라-등의 내용을 말하

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그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그게 아니라는 책을 읽고 혼란스러웠지

만 시험점수를 잘 받기 위해 교과서에 나온대로 답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진화론을 무조건 삭제해야한다고 보진 

않지만, 충분히 배우는 학생들도 생각하고 왜 그런지 판단할 수 있도록..한쪽으로 치우친 증거들이나 불확실한 증거들을 

내세운 결론은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의 호수..라고 하죠. 내가 궁금하다면 서점, 인터넷 등의 많은 경

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과서에만 의존한 지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있다고 여겨지는 리차드 도킨슨의 최근 책만 보더라도, 책 구성은 앞 쪽 절반은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

질 만 한 간단한 증거들로 가득 채워 책을 읽는 독자에게 주입시키는 표현이나 문장의 구성이 많음, 하지만, 뒷 쪽 절반

은 앞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의한 후광효과로, 진화론으로 설명 하기 어려운 부분도 쉽게 만들어진 퍼즐들을 입 

맛에 맞게 조각해서 맞춰 감. 이런 점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100% 사실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과 이론에 어울리는 증거와 데이터만 부각시키는 특성을 가진 학문이라 생각되어지며, 진화론적인 관점에 focus를 두고 

과학적인 탐구활동을 진행한다면 결론은 진화론 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론적 탐구의 가능성은 

거의 0%가 되어지며 현 시대의 과학은 다른 이론적 시도는 0%라고 판단 됨.  

 설문자체가 너무 편협합니다. 진화론이건 창조론이건 현재 있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관련된 이론을 편향적이지 않게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BRIC에 속한 과학자 중 실제로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과학적 증거에 대해 체계적

으로 검증하고 실제 연구하여 이론을 발표한 과학자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정리될 자료가 남들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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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들을 짜깁기할 선에서 벗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몇 가지 기존 출판된 자료로도 토론 가능할 문제를 왜 BRIC

에서 이리 설문까지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현재 교과서가 다양화되고 민간화

되어 허용되어 있는 다양성 위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음에도 왜 갑자기 이리 비과

학적이고 편협한 방법으로 고려없이 설문조사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누가 시작한 겁니까? 

 중학생때 창조과학 선생님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은 사람의 믿음이 허상일지라도 그것을 실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론이 진실이라 믿으며 자라오신 분께 아무리 창조론의 잘못된 근거를 이야기해도 소

귀에 경읽기가 되더군요. 물론, 과학계의 많은 부분 날조된 증거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증거자료로 나올만 하

고 그 증거자료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다가옵니다. 적어도 창조론보다는...그래서 현시점에서 나온 이 사태

로 만일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삭제되고 창조론이 첨가 된다면 중학교때의 그 창조론 선생님처럼 아직 객관적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 감정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무의식적 주입으로 잘못된 정보주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기관에서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나라기에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인 과학이 한낱 종교따위에 휘둘리고 있

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학을 비판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하는것이 옳다. 이러한 비판을 발판으로 정

반합의 원리로 인류의 지식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만약 교진추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진

화론을 비판한다면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들어볼 의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교진추의 주장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의 대

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즉, 논리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의견이라는 소리다.  한나라의 수장이라는 자가 '교진추와 같

은 성질을 띈 집단'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과학마저도 근거없는 주장에 휘

둘리고 있는 이 사실이 하도 부끄럽고 답답해서 푸념을 해본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시조새 화석이 진화론을 설명하기엔 매우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론은 대진화

를 의미하는데 종과 종 사이의 점진적 변화의 근거로서 시조새만 언급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지 않은가? 점진적 변화

의 양상을 띄는 다양하고 많은 정직한" 과학적 (화석) 발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진화

론이 진실인 것 처럼 하기 위해 조작한 데이터들이 많음). 아직까지 "대진화"는 가설에 불과하며 이것을 확고한 이론으로 

가르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너무 쉽게 진실인 것 처럼 출판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화론에 대한 "정직한" 설명을 요구한다 (소진화와 대진화의 구별과 소진화의 과학적 증거, 대

진화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설명)." 

 Fact 자체가 중요하다. 전문가라는 명분을 가지고 진화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정부부서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출판사에서 자체 검증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삭제된 본 내용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내용이다. 이번에 일어난 일이 진화론 자체를 교과서에서 제거한 것 처

럼 오도하면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말 진화론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현재 진화론에 포함된 거품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는가? 충분한 published data를 reference하면서 시조새건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언론들은 과연 과학자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들

인지 의심스럽다. 

 진화론이 시조새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분류 계통수상에서 현생 조류와 다른 계통 선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느니 

만큼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새 자체가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창조의 결과가 아니고 

진화의 산물이니만큼 진화의 예로서 교과서에 제시되는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삭제한다면 깃털 공룡 등 다른 

종간 중간종 화석이 제시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과학이론에서 종교적 신념의 영향은 바로 가치 중립이라는 과학의 

본질적 성립요건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시도는 과학을 망가트리고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갖추어야 할 시민 사회

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시민을 육성 교육하는 시민교육을 망가트려 반지성적 중우를 양산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파괴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릭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현재 해당 학회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연구와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Gordon 학

회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이슈에 관심이 많고 참석 과학자들이 적극 토론하여 가설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

니다. 단순 제공후 관련기관이 판단하게 하지말고 학회차원에서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화론은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않았다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단순 청원으로 삭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런 논란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발되었다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과학은 종교를 떠나서 과학과 논리로 설명되어야 합

니다. 

 한 단체의 청원서 한장으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과서의 내용이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소식은 가

히 충격적이다. 교과서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는 국가담당부서의 주도아

래 전문가집단의 면밀한 증거 검토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국가의 인증을 받아 이루어질 일이지 일개 출판사의 수준에서 

결정될 일은 절대 아니다. 교과서의 검증 및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 부서는 그 삭제된 교과서 역시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말인데 그런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와 삭제의 권한을 출판사에 부여한 담당자의 결정배경에 대한 공식적 입

장표명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토론의 영역을 넘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상황인 

듯 하다. 

 시조새 등을 비롯하여 교과서에 기재되었던 많은 진화론적 증거들은 현재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조작되었거나 오류가 있

다고 판단된 것이 다수이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과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 가설에 불과한데, 학생들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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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양 왜곡하여 제공한다면, 과학교육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의 과학교과서 및 과학관련 교재들은 진화론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진화

론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면이 없잖아 많다. 하지만 아직은 사실"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객곽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입장인 "교과서"에서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편향/편파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될것이다." 

 진화론의 경우 그것만이 진리라는 식 보다" 하나의 학설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반대되는 

학설로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창조론 (지적설계론)이 있다는 부분은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새에 대한 부

분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을 지어 버리기 보다 학계의 하나의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

이 언급되어야 하며 반대의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을 공부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 뿐 이나리 모든 과학적 

이론 및 발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되어진다"라고 설명되어야지 "이것이 맞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들이 그렇게 수정보완되어 왔듯이... " 

 현재 진화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교과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지 무조건

적인 주입의 장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의 다리뼈와 원숭이의 뇌뼈가 같은 장소이지만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이 둘을 합하여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단계이다라고 말한다면 좀 과학적인 근거

가 부족하고 억지스러워 오히려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쳐야 할 교과에는 바람직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거짓

이나 추론에 문제가 있는 자료들은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가설이다. 교과서에 포함이 되려면 다양한 가설들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정확히 설명해

야한다. 뉴턴의 만유의 법칙과 같은 수준에서 설명되거서 이해되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배우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

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매년 과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려고 시도하며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된다. 진호론과 같이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 가설을 자연과학교과서에 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정적인면이 많다. 오히려 사회, 문화, 문학 등 자연과학이 아닌 분야에 포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대마다 사람들이 상상했던 여러가지 생각들 처럼.... 

 교과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문제제기자를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 구분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

지만 제기된 문제를 가늠하여 그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출판사 수준에서 이루어질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전문성과 깊이있는 이해를 가진 이들의 여러 생각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각에서 제시되는 가능성

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교과서를 보는 많은 학생 및 부모님들에게 특정 종교나 단체의 시선이 아닌 다각적

인 측면에서 다가서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진실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므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

회 정치 역사등의 인문학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의 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비 전문가들의 의견과 소

수의 의견과 비판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과학의 분야는 비 전문가나 소수의 주장으로 과학자들이 

오랜시간 연구해 오고 믿어온 일반적인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과학교과서는 과학의 역사를 두

고 다수의 사람이 진실로 믿고 오랜 연구를 통해 진실에 가깝다고 전문가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 실릴수 있도록 전문가

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과학과 종교는 각자의 특이적인 특성성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종교단체에서 자체내 

자료로서 사용하면 된다. 2.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허구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종교의 기반이 없을질 수 있

는 사안에 대해서도 종교라는 이유로 드러내고 비판하지 않고 있다. 3. 과학의 단편을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경향은 본

인의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4. 창조론에 사용된 시조새의 예를 비디오로 본ㅇ적이 있는데 절말 내용을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끼워넣엇다는 느낌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지구가 6일만에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얘기

는 어떻게 증명하나?  

 시조새를 포함하여 논쟁이 될만한 부분들은 마땅히 삭제 되어야 하며 부득이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자 할때는 논쟁의 여

지가 있음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학습자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

문가 그룹의 검증시에 특정 단체에게만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자칫 권력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유관 

기관들의 공동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교과서 사태도 수학과학 교과서의 주도권이 학교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과학자 그룹이 주도 세력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특정 기관에만 일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부작용

을 낳고 있는 것이다. 

 동물학전공으로 도마뱀이 새로 진화했다고 배웠다.  시조새 또한 작은 육식공룡이 새의 조상인 시조새로 진화했다.  엄

연히 진화라는 단계를 거쳐 화석으로 발견되는 정도인데 있던 생물을 없던 생물이라 취급하며 책에서 없애버리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냐 구석기시대가 먼저냐 하는거야말로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

책은 왜 없애지 못하며 박물관에는 왜 전시를 해놓는가  생물의 흥미를 앞서가게 하는 것에 진화론이 포함되지 않나 싶

은데 시조새를 삭제한다면 상상력이라한들 구체적인 근거라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다.  

 시조새도 지구에서의 생명체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생물종이고 파충류, 공룡이나 조류 포유류이들이 진화하는 

과정에는 공동조상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시조새로부터 조류가 진화된 것은 아니고 시조새와 유사한 조류의 조상이 

있었을 것임. 물질에서 생명체가 기원한다고 하면 물질은 창조되었는지 원래 있었는지 물질은 창조한 것은 무엇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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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창조되었는지 원래 있었는지등은  궤변적인 논의임 시조새는 GATC 유전암호를 사용하는 생명체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생물종이고 이는 파충류와 현생 조류의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충분조건은 안되겠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하여 편

견을 가지는 것은 진화론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진화란 자연선택 속에서 개체가 살아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생물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떨어진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단

순한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 생물이 진화하는 것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일환이며 다양한 변이를 일으

켜 종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중 자연선택되는 종만이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1.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 근거 수정    상기 8번 문제와 관련     - 만족하지 않고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다      만족하지 않고, 상당부분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수정/보완해야 한다"에 선택하고 싶었는데, 

문항이 잘못 된것인지...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가 걸립니다.      2. 교과서 수정 절차와 관련하여    -   종

교계는 창조론의 입장을 내세워 과학 교과서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종교학과 관련된 과목(중학교 내지 고등학교)을 만들

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이번 교과서 개정과정은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필요하며, 과학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

의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진화론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들이 모두 허구로 증명되

거나 근거 없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진화론에 대해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도 종교의 힘에 밀

려 충분히 진화론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진화론에 대한 절대 지지자는 아니지만,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화론을 충분히 연구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 이라고 생각 됩니다. 법칙이 아니라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등등

과 같은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면 창조론 역시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창조론자들도 과학적 근거들로 창조

를 증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즉 교과서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다룸으로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법칙, 창조 법칙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종교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영역이라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게 될 때,  현재의 주제처럼 후세의 교육 등에 관한 것일 때는 매우 신중하고 엄밀한 절차

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교과서 문제는 민간회사에 맡겨놓았지만 엄연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이런 불균형이 

역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이비 과학이론으로 뭉친 압력단체에 의해 교과서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한심합니다. 제발 창조과학회의 활동은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주기 바랍니다.  

 특정 종교의 힘이 사회 전반에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부족해서 과학(사전적 의미: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의 범위까지 침범해 난장을 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그들

의 종교가 발생한 곳에서 조차 창조론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지, 타인에 대한 무례를 기반으로 한 모욕

이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나로서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모욕과 같다. 이나라에 상식이란게 존재하는가? 민간단체의 의

견 하나를 받아들여 국가지대계인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교육부도 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교진추'와 같은 민간단체의 주장은 기독교의 생명관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생명에 대한 종교적 믿

음, 해석은 그 자체로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것일 뿐이며 결국 이성적, 보편적인 이해의 틀은 아니다. 한 국가의 교과서, 

특별히 과학교과서는 이런 개인적이거나 종교에 바탕한 편협된 시각을 담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교진추의 청원에 의해서 교과서 출판사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불어, 이 일의 

처리에 책임이 있는 교과부의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시조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생명체의 발생과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

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화적 관점으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진화론의 

단점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빌미삼아 진화론을 깍아내리려는 것이 그 시초이자 현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특정 종교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은 그들의 원천이 되는 책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그들은 진화론을 이용하여 

창조론을 발전시키면서 진화론을 한갓 어리석은 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현재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향후에도 많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

화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창조론이 옳다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 괘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식으로 따지

면, 창조론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 그들은 과학적으로 한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집단의 종교적 의지에 

의해 과학적 연구의 다양성이 한정 된다면, 지금이 중세 암흑기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중세 암흑기에 열심히 창조론에 

함몰된 그들의 삶이 우리의 미래이길 바라는 지 엄중히 질문하고 싶다.  

 이번 문제는 과학교과서를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교과서 수정권한을 교과 출판사에 넘겼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과학교과서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소개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되, 생물학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과 그간의 연구성과가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교과서에 두 이론이 모두 소개

되도록 중재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입니다.   이런 균형의 중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학계에서의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지식이 짧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릴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내용 수정에 대한 청원이 

받아들여지는데에 전문가와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특정 종교단체의 '이론'을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

생들에게 적용하려 했다는 것은 국가와 타 종교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론'안에 살게하려는 엄청난 시도였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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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진화론과 관련되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셔서 이번에 교과서 내용수정에 대한 청원 절차를 확립하고, 

특정이익단체에 이용되지 않게 좋은 거름막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과서에는 당연히 과학적 진실성을 가진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무엇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

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인지를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배워야 할 지식의 양은 너무 많다.  덧붙여,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최근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임

팩트있는 저널에 게재된 것이 검증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최신 논문 내용이 교

과서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이론 혹은 가설일 뿐이므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이론은 교육하고, 정

말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을 서로 제시하여 이론의 가설이 어떤형태로 검증할 수 있는지 피교육자들이 논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과학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은 정답이 하나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에 비해 인간은 미약하다. 

 진화론의 대표주자 시조새가 교과서에서 삭제된다는 것이 창조론이나 성경적인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삭제를 청원한 단체의 특성에 의해 마치 창조론을 교과서에서 숭상하며 표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화론이 빠진다고 창조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고, 지성들은 진화론의 타당성을 위한 증거, 

연구결과등을 찾아 진화론의 내용을 교과서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과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부숴져야 살아남지만,종교는 부숴지면 사라집니다.  

과학은 수많은 증거와 반복 실험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증거 

자료는, 역사적인 자료일 뿐, 과학적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모든 이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통해 

말을 하고 있지만, 과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그 비유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한국 과학의 가장 큰 맹점인 기초과학의 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

으로 생물다양성이다, 생물주권이다, 이렇게 생물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현재 생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

교까지 과학에 포함되어 거대과학 등 가시적이고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과학에 묻혀서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

다. 국가에서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어야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같은 중요한 가설들이 사라지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모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집단'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면 전문가 집단 안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다면, 그 것도 교과서에 실릴 수 있겠죠.  관련 학계에서는 시조새를 '현재' 이

러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초중고등 교육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과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 혹은 삭제의 문제에 관한 청원자체를 아무런 전문검정 

능력이 없는 기관이나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 결국 제도적으로 오남용 혹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청원을 위해서는 국가나 제도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청원이 이뤄졌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전문기관(관련 학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결정해야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주장임을 떠나서 과학은 모든 비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과학적 가설은 언제든지 새로운 과학적 검증으로 

기각되거나 변경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다. 진화론 역시 종교계든 철학계든 타 과학계든 모든 종류

의 의문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검증해야 한다. 진화론의 역사를 보았을 때 증거물의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타격을 받

은 사건이 적지 않다. 믿는 바와 믿고 싶은 바에서 객관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과학 그 자체이다. 

 시조새와 말의 진화는 실제로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므로, 그 논란 여부를 기재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해

겔의 발생반복설이 아직 있다는 것은 잘 못된것이 아닌가....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기한 것이라면, 타당한 것인데  오히

려 보수기독교인들의 진화론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잘못된 여론 몰이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

한다. 문제의 본질은 진화론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데, 이 설문 또한 진화론 전체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 

 시조새가 삭제 되었다는 사실 자체 보다, 더 큰 문제는 종교에 의해 과학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이다. 진화론과 창조론 각

각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 및 맹점 모두가 가감없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만 편

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은 절대 과학 교과서에 실릴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교과서 편찬에 대한 제도가 엄격해 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기초적인 '지식의 준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청원'과 교과서 제작업체의 '자체 판단'

에 의해 임의변경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시조새와 진화론이 과학교과서에서 빠진다면, 지구의 나이를 몇 십억년으로 

산정하는 내용도 빠져야 할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세상은 7일만에 창조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과학교과서에 어떠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BRIC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적절한 절차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졸속 행정의 결과이며, 과학 이외에 다른 의도와 편향성이 지적된다고 

보아짐. 현 시점에서의 과학으로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사고방식에 의하여 앞으로의 과학을 위한 교육적 목표와 방향

이 정해져야한다고 보아짐. 이번 사태는 국가적 과학철학과 과학교육의 지표가 상실되어 버린채 표류하는 교과행정의 전

형적인 폐단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과학교육행정이 지향하며, 지양해 나아가야 할 바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기독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으나, 가톨릭과 불교는 수용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교과서에 이러한 논란도 있음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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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학생들이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임.  -진화론을 부정하는 종교와 그 이유 그리고 진

화론을 수용하는 종교와 그 이유를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임.  -즉 종교적인 신념을 과학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없

는 일이며, 과학적 결과물을 종교로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됨, 과학과 종교는 서 

 과학기술이 최첨단에 와 있는 현 21세기에 아직도 창조론에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린다는 것은 언어 도단 이다. 나는 

종교를 배척하거나 부인하려는 의도는 없다. 왜냐하면 종교마져 없다면 인간 세계가 너무도 삭막하게 되어 보편적인 인

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에 그들을 구제하기위하여 과학적으로는 이율배반적이나 종교는 필요 악이기도 하다. 과학

적으로 보면 천당도 하나님도 실존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인들이 갈망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 한다.   

 시조새가 진화론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

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학창시절 배운 학생들은 평생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설을 

가설일뿐. 대학교에 진학후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공부했을때의 황당함이 떠오르는군요..학창시절일때는 가설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균형있는 지식, 정확한 판단과 사고를 할수 있고 그렇게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의 성경에 입각한 해석이 가장 큰 문제인듯 싶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잃은 상태로 우리나라에서의 맹목적인 

신앙으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의 없던 경험 중에 하나로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향해 부모와 

있던 아이가 '사탄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화이자 역사의 한 부분을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

는 모양입니다.   과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학이다. 어찌 과학을 전문지식이 결여된 자들의 의견에 맞춰서 정의한단 말인가. 단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그간 오랜 세월동안 연구를 하며 쌓인 오랜 지식과 자료들을 한번에 뭉개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현대에 이르러 좋은 세

상 만들고자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안고 함께 걸어가는 사회가 이뤄지려니 예전에는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던 미친 종자

들이 그 틈을 타 삐져나오는 현상과 같이 보인다. 참으로 통탄할 만큼이나 세상이 뒤숭숭하다.  

 종교를 가진 단체가 특정 의견으로 학계를 흔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종교적 신념은 종교적 신념으로 그쳐야 한다. 

그 모임 또한 학계에 우수한 교수와 학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고 학자로서 의견수렴 등의 

여러 회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다른나라에 더욱 개신교 등의 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런 현실이 도래된 것을 솔직히 개탄한다. 세께적인 저널에 누스로 나올정도이면 부끄럽다.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가 근거가 없거나 특정종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단군신화, 박 

혁거세 신화도 모두 교과서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당연히 석가모니, 예수 등의 탄생 및 일생에 대한 기술부분도 현재 과

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같이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임.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 등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삭제되어야 함. 따라서 시조새 관련 기술부분 삭제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생각함. 

 이 설문조사가 생물학 관련 과학기술인에 한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과총에는 생물학 관련 과학기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번 문제에는 관련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적 검증은 해당 학회의 도움이 있어야 겠지요. 

 시조새에 대한 연구는 좀더 깊이 있는 관찰이 요구되며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 정신으로 대하는 

것 또한 과학자가 해야할 본분이 아니기에 선입견을 버리고 더욱 과학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내용이 매우 편파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사람들에게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파적인 내용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려도 되는지요?  

 이번 시조새 논란의 근원은 시조새에 관한 내용의 삭제 여부가 아니라 진화론에 치우친 과학교육에 있다. 진화론은 법칙

이 아닌 이론인 만큼 생명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인 창조론 등도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각각

을 주장하는 근거와 현재까지는 설명 불가능한 점들에 대한 사실들을 균형있게 제공하여야 학생들이 특정 개념을 부동

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창조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집단은 교과서 진화론을 삭제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중요한 이슈이고, 그러한 활동 자체에 대한 종교 단체

의 지원 등 종교적/현실적인 보상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함. 과학계는 연구성과/연구비 등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더라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임. 적어도 각 단체별(학회, 한림원, 

과총, Bric)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진화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 진화론 역시 완벽한 학설이 아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현재에고 계속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다. 창조론과의 입장차를 분명히 해야하며 진화론과 창조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검증하지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가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감독 당국의 너무 졸속이고 행정편위주의적 사고에서 불거진 문제인 것 같다. 교과과정의 수정/편집에 관해 새로운 학계

의 이론을 받아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당한 위원들에 의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비판적 사고 없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

교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우리의 과학적 사실로 완전히 검증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서

는 오직 진화론만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 신념이라는 개념이 지배해 왔고, 그래서 본인도 초,중,고때 진화론만 

배웠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진화론에 편중된 잘못된 과학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조새와 관련하여 과학

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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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이 진화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 모든 합리적 의심을 포용하는 BRIC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진

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므로 수정 보완할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창조론자가 아니더라도 진화론의 맹신

적인 '끼워 맞추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의심을 통해서 과학은 더욱 발전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발하

게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종교는 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하지 않은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없이 단지 성경에 쓰여있다는 

근거로 창조론을 제기하거나, 완벽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비논리적이며, 종교적 

믿음을 정규 교육에 주입하려는 편협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순하며 올바른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진화론이 나온 것이고, 이는 아직도 학문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교적이

든 개인적이든 어떤 사유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지만, 여러가지 학설과 사실들을 포함하여 객

관적인 사실을 알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의 접근차단이라 생각되고,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은 다방면으로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들도 어느 한분야에 치우쳐 있는 

학습이 아닌 과학을 역사로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설사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행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수정되고 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논리력

(?!)을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새 삭제 요청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삭제 요청 단체에서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한 자료

를 제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는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주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단체의 요청

을 수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 단체의 편협한 생각이나, 집단 이기주의로 이끌어 진 사안에 국가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면, 논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진화론을 확증시켜줄 근거만을 인용하여 진화론을 설명해야 한다.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지금도 증거 없이 진화론이 

확인된 것인 양 교과서에 소개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진화론의 증거 없이 믿도록 하는 교과서 기술을 하지 말아

야 한다. 즉, 진화론이 증명 된 것이 아니고 가설 인 것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가설들을 그 증거에 기초하여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기술해야 한다.   

 과학 교과서의 기재 내용은 과학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개인, 단체라면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특정 종교단체가 나서서 과학교육의 근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정 종교의 시각에서 

과학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개인의 신앙을 뭐라할 생각은 없으나, 국가 교육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으

로, 과학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과학은 믿음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진실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진화는 생명과학의 매우 중요한 전제이자 결과다. 진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담보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학의 진보에 뒤따르는 인류의 번영도 어려워

지게 된다.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진화를 생명과학분야에서 더욱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게 해야한다. 많은 

이들의 중지가 모여야 가능할 것이다.   

 진화론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생물 기원 이후를 설명하는 이론임은 확실하나 아직 이론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도 인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조론은 무조건 말도 안 되고 진화론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보는 견해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진화

론으로 설명 못 하는 부분도 많고 창조론도 설명 못 하는 부분 많습니다. 아직은 정답은 잘 모른다겠죠. 과학적 접근에 

의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과학이 종교의 도구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 어떤 자연현상이 과학적 근거로 해석되지 못한것은 미결의 자연현상

이다.  - 어떤 비 자연적인 현상이며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나 정신적인 논리는 믿음 혹은 종교적인 판단이다.  - 즉, 시

조새는 현존했던 생명체이므로 과학의 영역에 속하며 화석이나 생명체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창조론이라는 종교적 

해석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창조론자들이 아무 근거없이 시조새 삭제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

해서도 확실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

각합니다. 시조새 이상이나 이하의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으므로 시조새가 진화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개체라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종교 간의 유착이 많이 심하다.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렇겠지만, 과학과 교육이라는 인재 양성

과 국민의 교육기관을 권력에 의해 좌우 되는 양상은 과학자로서 좌시 할 수는 없다.   중고등교과서만 하더라도, 출판

사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라의 교육기관이 출판사에게 국민의 교육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위임 했다는 것이 

매우 한심하다.    

 일개 개신교 단체의 유치하고 치졸한 가십거리를 설문의 주제 삼은 것 자체가 잘되었다. 시조새나 진화론은 학문과 학술 

분야다.  게다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 단체의 유치한 말장난에 브릭이란 고도의 사이언티스트 모임이 놀이나고 있다는 

것도 한심 스럽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식의 설문을 보낸다면,  아주 불쾌하게 거절한다. 다시는 설문 메일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진화론 학문적으로 검증 할 수 없는(재현성이 없는) 상상속 엉터리 이론이며(이미 과거의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 이에 

지금도 많은 학문적 접근을 통해 유사성만을 가지고  진화론으로 설명하는것은 엉터리 입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갖는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할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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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듯 합니다. 

 과학 교과서는 현재까지 학문적 성과로 밝혀진 사실이나 원리를 기초로 해야지 특정 종교세력의 믿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은 다윈 이후 현대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시조새 뿐만 아

니라 관련 증거는 무수히 많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포함하여 새로 집필함으로써 현재까지 다루었던 비중보다 더 무

겁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진화론은 아직은 가설일 뿐이고,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를 사실 그대로 (가설 그대로) 교과서에 표현 할 수 있겠지만, 현

재 교과서는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것처럼, 생물학계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설문 

조차도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마치 BRIC 멤버들 모두가 진화론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 되어진 것 같다. 

 시조새를 비롯하여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은 바르게 고쳐져야 하며, 진화론을 꼭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담아내는 과학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과학교과서이지만, 많은 과학내용이 현재 이미 이론이 아닌 

것도 많이 발견되며, 검증이 않된 것이 너무나 많고, 저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검증 및 의견을 토대로 해야하며, 짧은시간내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이번건은 이

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특히 과학적인 사실의 경우 검증을 하는데..때론 수십년이 걸릴수도 있는사항이다. 교과서 내

용은 과학적 사실중 그야말로 일반적이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실은것인데..이번 사안은 이런면에서 

넘 성급했다.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의 수정이 이렇게 쉽게 주변 단체의 말한마디에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좀 놀랐고 수정이 일어나는 

과정도 관련과학자의 의견보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그 재량을 준다는 것에 놀랐다.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애초에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면 그밖에 많은 수의 과학이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모두 가르치지 말라는 말

과 같은 것같다. 

 교과서 수정 보완절차에 대한 법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의 편향된 의견이 과학

계의 논의나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교과부를 통하여 출판사에 전달되고 출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다는 절차

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이렇게 쉽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법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으

로 보입니다.   

 - 과학적 견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과총 산하에 있는 진화관련 학회에서 판

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 교과부나 과학창의재단과 같은 행정 또는 연구지원부서에서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

지 못함. - 향후,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검증, 수정, 검토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함. 

 창조와 진화는 같은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을뿐더러 논쟁도 불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문항을 읽으면서 과학도

로서 창조론은 배격해야만하는 이론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생깁니다 서로를 부정할만한 또 자기이론을 확신할 만한 증

거가 없는상황에서 한쪽으로의 믿음만 강요하는게 중요치 않다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두 이론을 모두 기재해 놓는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화론과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증거를 제시할때 반드시 반대쪽인 창조론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도 제시해야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bric에서 진화론에 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bric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찬성하

는 사람도 있지만 창조론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가지 이론 모두 자료를 모아 전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시조새는 진화론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의 설문에도 답했듯이 그에 관한 자료를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조새 이외에도 진화론을 뒷바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시조새

와 더불어 진화론을 뒷바침 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보충한다면 이에관한 논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새가 진화론의 증거로 인용되기에는 과학적 접근법이 부족하다. 일방적인 이론만 가능할 뿐 다른 이론으로도 얼마든

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시조새가 진화론의 근거가 된다는 기술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 다만 과학 교과서의 내용

에 진화론적 접근방법을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 경우 그 반대되는 창조론적 접근방법도 같이 명시해야 할 것이

다.  

 같은 과학자로서 시조새에 관한 주장은 다른 진화론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과학적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

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조새에 대한 기술을 교과서에서 빼는 것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에는 동의

합니다. 

  현재 진화론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창조론에 대한 내용도 어느정도 포함이 되야 한다고 생

각한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짐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화론에 대해서 맹신하는 경향이 사회에서 보이고 있

고 창조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각 각의 장단점, 이론의 한계등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과학적 증명을 통해 완벽히 밝혀질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만을 생

명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사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어느정도 과학적 증명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사상)에 대한 표기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던지 창조론을 빼야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2. 솔직히 욕나옵

니다. 이런식으로 후퇴하면 국가 과학 투자든 뭐든 다 돈지랄이지요. 뭐하러 과학벨트 만들고 노벨상 운운을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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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군요. 차라리 그 돈 교회에 기부나 합시다 국민 세금이니 모든 국민이 천당에 갈 수 있을거에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바로 적용해 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의외인 것 같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찾아가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보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진화론 대 창조론 보다는 이론생물학 대 실험생물학 구도로 접근하는 것이 본 논란의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상상은 독자(학습자)에게 맡기거나, 새로

운 논제를 제시하는 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토론은 현장수업 상황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거 같다. 국가 교과서에 실릴내용을 검증도 거치지 않고 상기 표기된대로 처리되는 과정인줄은 몰

랐다. 개인적으로 교과과정은 일종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진화론와 창조론사이에서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진화론이 학계의 큰 흐름인것만은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후손들은 알 권리가 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충분한 과학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진화

론만을 유일한 이론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며 반론(창조론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교과서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짐. 

 지금까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 논거가 불완전한 가운데 일방적인 주장만이 채택되어 온 것은 불합리한 것

이며, 시조새가 그 주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일을 통해 보다 보다 폭넓은 가능성과 주장을 함께 포용

하고,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다른 주장에 대한 기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시조새 관련 논란에 국한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임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주장을 위하여 함부로 교과서를 바꿀 수 

없도록, 교과서의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관련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국가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증된 뒤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ㅎ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 대상이 종교라면,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기독교인들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킴으로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의 사태는 과학이라는 종교에 대한 박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안을 종교적 배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진화 론자의 과학적 논의로 받아들여서 공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마치 주술처럼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으로 

기록되어있는것 또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균형을 맞춰 기록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시조새는 현대 인류가 직접 본 적이 없는, 화석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것으로... 명확히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함에 

있어 명확히 어떤 과정이 시기적으로 시조새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으로

서 역할만을 하고 그 외에 종교적인 부분은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청원을 접수한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떠넘기는식으로 일이 처리된 모습이 안타깝네

요.  최종 받아들은 출판사에서는 어!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겠구나 판단하고... 삭제 결정을 한것은 아닌지? 기존 과학교

과서 내용을 수정,삭제시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홍보되고 집행되였으면 합니다.  

  진화론은 수세기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를 바탕으로 이룩한 여러 성과를 묵과할 수는 없다. 미국이 기

독교 국가이면서도 진화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 이념을 떠나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편향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일부 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을 출판사 재량으로 수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야한다. 교과서"라는 출판물은 일반 출판물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논지이며, 출판까지의 

과정 뿐 아니라 출판 후 수정/보완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과학 이론 및 교과서 관련한 과학 전문가들과 이를 담당할 단체 및 그룹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신뢰받고 

믿음을 줄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으로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과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을 포함한 

다른 의견에 대해선 과학의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IC 운영진은 진화론 자체를 잘 모른다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른다는 말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무

엇을 정리해서 어떤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BRIC은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올바르다.  시조새는 조작일 수

도 있다.  의심이 되는 것을 한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분법적인 논리의 잣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타당하므로 사실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판단은 개인이 하면 되겠습니다.  시조새가 창조의 산물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

라졌다는 객관적 사실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위 7, 9번 답에 적당한 보기가 없어서 보완함: 진화론은 학설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나 확실한 사실

처럼 되어 있다면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음. 어떤 주장을 믿는 사람이 많다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도 문제가 있음. 양쪽(창

조/진화) 의견이 균형있게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존의 학설이 검증도 없이, 일제시대 교과서 그대로 실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일제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

기 위하여 자연도태설 등 다윈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 많으며 국내의 학자들도 진화론이란 가설을 실제 있었던 

것 처렴 말하는 것이 많다. 학자들은 대오각성해야하고 백지상태에서 모두다 검증받아야한다. 

 시조새에 대한 확실한 근거 및 뒷받침할 자료가 없더라도, 현재까지는 거의 진실로 받아들여져 있고, 진화론에대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학생들이 시조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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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새가 진화론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삭제해야한다. 진화론이 이론이 아닌 실제인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강력한 이론이긴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아닌 부분적인 자료로 모든 것을 정해버리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론을 함께 다루는 것이 보다 정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설명할 때 창조론도 함께 설명한다고 합니다.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한가지 이론(그것도 아

직 확실하지 않은 '설')만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떨어진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관점

에서 떠나 교과서에 진화론을 실으려면 창조론도 함께 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자진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진화론이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최신

의 연구들로 교과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전자의 진화 사례나 비교유전체학 관련 내용 등 화석보다 훨

씬 멋지고 다양한 생물학 분야의 지식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교과서 기재 내용의 삭제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Nature 의 기사에 대한 이해없이, 특정종교 지지자들

의 경우 Nature 학술지가 진화론을 맹신한다는 근거없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이번 일을 교과서 기재사항 

수정과 관련한 적절한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고 현재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종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도 진화론을 단순히 가설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이 시조새의 진화과정이 진화론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는 하나 이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이지 진화론과 무관하다는 시각은 지극히 무지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함. 외국학회의 사례검증도 없이 자체 검증으로 

삭제는 안됨. 따라서 관련학회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진화론과 창조론은 학문으로 그 자체를 인정되어야지 어느 한 단체의 기득권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

느 한 쪽에 치우쳐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다양한 생각을 갖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여, 

제발 이런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기술되어야 할 부분에, 사적인 관점과 단체의 비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배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깊게 생악을 해봐야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의 담당ㅂ부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것 같다. 

 특정 종파에 속한 사이비과학집단이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 내용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으로도 매우 역겨

움. 교과서에 진화론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알기 쉬운 설명이 강화되어야 함. 아직도 용불용설을 따지고, 목적이 있는 

진화론으로 이해하는 등 진화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너무 낮음. 

 미국에서도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서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으려고 교묘한 방식으로 프로포절이 제출된 적이 있었고, 일

전에 접수되었던 종교적 이유로의 창조론 삽입 프로포절의 같은 문항이 발견되어 폐기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때 시조새 삭제는 미국의 경우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시조새에 한정해서 말하면,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수정과 관련하여, 학계의 자문과 과학적 

근간은 배재한채, 종교적 관점의 청원에 의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학분야

의 지식이니만큼, 과학적 검증과 접근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창조론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전부다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진화론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반면 기존에 진화론이 

무조건 적이라는 식의 교과서 설명은 수정되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진화론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좋은 수업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단

순히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조새는 진화론 부정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봅니다. 시조새의 삭제보다는 많은 검증과 연구를 통해 정립되어가는 

진화론 자체의 부정을 통해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종교책자에 의존해 해묵은 창조론을 정립해 가자는건 대한

민국 생물학을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이러한 청원을 출판사 재량으로 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

가 잘못이라고 생각됨.  청원은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으나, 그 청원에 대한 논리 및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단체의 의의로 교과서를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교과서의 내용

이 바뀜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시조새의 내용 삭제여부를 출

판사의 재량에 맡겼다는 것도 책임회피성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화론으로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화론 자체가 자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

다. 진화론의 결론도출의 과정이 때로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고 기술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감안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특정종교인 단체 또는 일부 특정목적을 지닌 단체 등에 의해 과학교과서 내용에 편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보편타당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갈 수 있는 교과서 편찬시스템이 구축되기

를 바랍니다. 출판사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의 무조건적인 삭제가 아닌, 진화론안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부분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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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도록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종교적으로 편향된 일부 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그것도 공신력도 없는 출판사에서 결정하여 삭제하였다는 것은 전국민이 

분노할 사항이다. 이 나라에는 창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은 진화론과 창조

론을 동시에 배워서 판단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진리라고 완벽히 결정되어지진 않았다. 진화론이 부정의 근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소진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창조론 자체도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되 부정되어

진 것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새" 문제에만 국한되지말고,  이번기회에 과학적으로 불명확하거나 논쟁이 있는부분은  그 문제의 근원과 비교되거

나 반대되는 다른 가설 등을 분류해 모두 교과서에 실어서 어린 학생때부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학설을 검정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정과 절차문제보다 그 과정에서 상위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해도 

상위 정부기관이 방향을 지시하는 형태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검증되고 부당한 압력

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이번 일은 특정 단체 특히 종교적 목적을 가진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여 과학적 사실을 왜곡, 변형하려는 의도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과학 단체 차원에서의 '특정 단체의 의도에 따라 과학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 잡기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조새나 기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물에 대하여 국내 연구진의 접근이 힘들어 사실 검증이 힘든 측면이 큽니다. 특히 

진화론은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는 가설로 간주되나 직접적 증거가 될 만한 논문은 없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의 하나로 다루어야 적절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설이 아니지만 어느게 옳다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연구보고에 따르면 진

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밝혀 지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없이 

문제를 만드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진화라는 말에 들어있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현재 인류만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만함의 표현이라고 생

각한다. 진화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미없는 변화가 맞다고 생각한다. 환경에 적응했다기 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선별됐다

고 얘기하는 것이 주종관계가 맞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과학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종교는 자신의 믿음일 뿐, 그 것을 이용하여 자라나는 아

이들의 관점까지 바꾸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한국 사회의 종교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 과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 

 교과부 및 창의재단의 담당자들이 일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 문제는 생물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학계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보완하여, 전문가 그룹의 청원과 심사등의 개정 절

차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조새는 새일 뿐이다. 시조

새 화석을 통해서 파충류의 비늘에서 새의 깃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파충류는 애초에 파충류 였으며, 

조류는 애초에 조류였을 뿐이다. 

 시조새가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아님을 이미 해외 진화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계속적

으로 남아있는 것은 큰 오류이다.  뿐만 아니라, 시조새 논란을 공론화해서 진화론적 입장의 편중된 시각에서 설문지를 

제시하고 있는 브릭도 문제가 있다.  

 진화론의 많은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중등교육 교과서에서 몇가지사례를 들어 합리성을 주장하는 오류에 진화론

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진화론이 설명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고 이를 하나의 이로 또

는 가설로 제시할 수 는 있다고 봄. 

 진화론은 이미 200여년 전에 명확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직 창조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것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은 아직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진화론도 생명체의 발생 및 발달에 관한 하나의 가설이므로 교과서에 '가설'이라는 차원과 해당 사항을 전제, 서술한 상

태에서 소개될 수는 있다고 봄. 그러나, 진화론이 이미 검증되어 정설로 확인된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전달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일부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이나 종교단체들의 주장에 의해 첨삭한다는 것은 문

제가 크다고 판단된다. 교과서의 내용  검증을 개인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학자들에

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한 나라의 근간이며 장래인 우리의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조새 

관련 논란문제와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다.  하루빨리 틀어졌던 문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진화론의 한 획을 장식하는 시조새의 내용이 빠진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 하나를 없애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러한 내용

을 뺄만한 과학적 증거도 불충분하면서, 무작정 어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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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교적 주체는 과학적 주체에 비해 보다 끈질기고 사명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논란은 이번 일의 결과와 상관

없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임. 종교적 논리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시조새 화석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따라서 이번의 문제 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화론 전

체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학적

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논란이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증거로 입증되는 것일뿐 종교

적 신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과학적 연구에 결부시키는 것은 데이타 왜곡 사실 외면과 조작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과학교과서에 종교나 정치적인 이익집단이 관려하는 것, 특히 과학적 사실에 관한 토론의 대상이 아닌 특정종교집단의 

청원으로도 교과서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음. 시조새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는 더 큰 부분까지도 

왜곡을 시도할 듯함.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종교단체 인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듯이 

종교와 과학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에 의해 과학교과서가 개정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으로 지난 시대를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위에 모든 이론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

다. 시조새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은 될 수 없고 가설위에 정황을 가지고 펼치는 누군가의 

주장일 뿐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학이란, 어떠한 이론 (진화론, 창조론 모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며, 따라서 이론으로만 남을 뿐 과학의 영역에서는 배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시조새 관련 진화론만 교과서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학교과서라는 점에 따라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창조론이나 다른 기타 가설들도 학생들이 참고하여 진화론에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중학교때 과학선생님이 크리스챤 이셨는데 진화론은 말도안되는 거라면서 안배우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많은 나라들도 진화론은 배웁니다. 과학적 일과 종교적일을 결부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 집단이 심사숙고하여 많은 학회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여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지적이고 편파적 집단의 생각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호연지기적 사고에 한계를 주어지게할 우려

가 적지 않다. 

 시조새는 수각류 공룡의 후예로 관련 학계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진화론 설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세계적으로 진

화론은 과학적근거와 증명에 의해 논리적이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특정종교에잔 단체의 의해 부정되는 것

은 옳지않다고 봄. 

 청원서가 접수되면, 1차적인 검증단계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권한이 출판

사에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를 어떠한 검증없이 일을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교진추는 종교적 목적을 띄고 이번 청원을 한 것으로 보임.  과학은 과학으로만 이해하고 그럼으로 써 발전을 해야하는

데 이와같이 특정목적을 가진 단체에 휩쓸리면 과학의 발전에 장해가 됨 앞으로 교과서 개정 방법을 바꾸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과학은 특정 종교에 의해 이루어 진게 아니다. 이에 따라 특정 종교나 단체가 이를 문제시 한다면 교학적인 타당성을 가

지고 이를 방어 해야 한다고 본다. 물리적 압박이나 특정단체에 의해 과학적 근거가 사라진다면 과학자나 과학이 왜 필

요한가?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 내용을 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향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출판사에 맡

기기 보다는 교과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노력을 해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균형있게 다

뤘으면 한다. 

 Microevolution(소진화)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과학적 증거가 있지만,  Macroevolution (대진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

는 증거가 없고 화석 및 DNA 상의 상동성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뺏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

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대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이상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할말이 없더군요. 이런 민감한 사항이 국가적 차원의 아무런 검증없이 바로 수정되

었고, 시조새 삭제를 요청한 기관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

다.. 

 기독교 국가에서 조차 진화론을 인정하고 연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사실 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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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진화론이 인정되지 않고 창조론만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더이상 어떠한 과학 교육도 필요 없게 될 것

이다. 

 진화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가설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 다만 정말 명확한 중간 단계의 생물의 화석이나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다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으로 설명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에 반대되는 창조론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모울수 있다고 보면 설명될수 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교과서에 넣을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

다 

 만일 종교적 의도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어떻게 진실을 탐구하는 과

학에 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 과학을 배우는 아이들의 권리를 박탁시키려 하는지 정말 문제 있는 사안이 아닐수 없다. 

 진화론은 그 근거에 있어 분명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생각함.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분명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

지만, 교과서에 실려짐으로써 이를 접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실로 착각하게 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과학적 학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재기와 청원이 있는것은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검

증없이 교과서를 수정한것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저자들 뿐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권리를 상당부분 회손한 것임.  

 과학적 학문적 사실이 비과학/비학문적인 집단에 의해 논란이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이런 작태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교육을 어떻게 보고 한낱 종교집단에서 이 따위 행동으로 세계적으로 망신을 준단 말인지... 내 참....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점이 많이 있으나,  반대로 진화론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

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 능력으로 밝혀지지 못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 과목이면, 시조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조새 관련해서 이런저런 증거들이 모

이고 논쟁을 거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가르치는 게 더 목적에 맞아 보입니다. 

 그간 과학 교육이 진화론에 근간을 두었던 이유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에 둔다고 생각한다. 특정 종교(기독교)단체

에서 진화론 교육 반대를 주장할 때에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진추에서 왜 시조새의 삭제를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요구했는지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왜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진화론측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왜 틀렸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에 있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균형적인 면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론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교육의 권리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가치 판단토록 하는게 어떨지..일방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화론이 창조론과 같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는 두 가지 이론이 마

찬가지라고 생각됨. 교과서에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된다면 창조론 또한 동일하게 소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진화학자가 아니므로 잘 모르겠다. 청원서의 원문을 보면, 시조새의 예는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으로서 다시 검증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학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반박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 뿐만 아니라 창조론 역시 근거와 반박이 

제공되어 생각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한다.  단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극소수의 증거만 가지고 진화론을 꿰어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이 아직 불완전한 학설이지만 현재까지 생물학에서 본편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고, 유전자 단위에서 보면 과학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당성으로써 '론'자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의견은 아니지만 국내 일부 종교 지도자 (대형교회 목사)들의 월권행위라 봅니다. 아마 진화론을 계속 교육시켜려하면 창

조론도 교육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듯합니다. 부디 종교와 과학이 서로의 영역에서 활동 했으면 합니다.  

 시조새 등의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올다고 판단됨. 하지만 작은 의미의 진화(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 정도)에 대한 것은 포함하는 것이 생명과학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출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과서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모집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서에서 감독/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 이론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면 창조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현 진화론의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나 근

거를 제시하지 않고  종교적 접근만으로 가는 것은 비과학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이런 일이 논의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당연한 일이  일부 

민간 단체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적 우민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직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100% 근거가 확실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위해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덮

어버리는 것 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객관성과 과학성을 반영해야 할 교과서가 공적,합리적 검증절차 없이 어떤 사적인 일

개 단체의 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된다.   

 과학적 접근을 그 설립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또한 전문적이지 않은 단체에서 과학적 증명을 자신들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청원되었고 또한 이를 승인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왜곡행위이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학의 모든 이론들이 하나의 이론이지 그것이 반드시 진리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같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종교단체의 비판도 같이 실어서 토론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번 사건을 개기로 일반단체의 청원만으로 교과서가 수정되는 일이 앞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이런 일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어야 하고 관련 학계와 생물교육 전문가만이 교과서 개정에 관여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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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는 학생들이 정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책으로, 최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편집권을 해당 출판사가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조새'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발생학적, 비교해부학적 자료 제시로도 진화론에 대한 기술은 가능할 것이며, 시

조새의 경우 아직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100%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어느 한쪽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따라서 생

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소개"정도로 두 입장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봄." 

 대한민국이 기독교근본주의국가로 가는 것도아니고, 해도 너무한다. 진화론이 아니라,진화생물학으로 바꾸어 부르고, 적

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진화생물학의 이론적 토대 없인 현대생물학이나 의학이 존재할 수도 없다. 

 교과서 내용이 이런 절차로 수정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식의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제도적

인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 생각하며 출판사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됨. 

 과학과 종교는 분리되야하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어 이후 발견되는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결과를 교과서에 실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완성단계보다 진화 중간단계의 개체수가 월등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수는 매우 희미하며 그나마 보

고된 증거들도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에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었다.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교과서가 얼마나 편협하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있다.   이

번 사건을 통해 검정교과서, 특히 과학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 되길 바란다. 

 진화론을 믿지는 않는다. 다만 가능성은 있는 이론이라고만 생각한다.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나와야 교과서에 실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굳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면 논란 중이라는 언급을 꼭 해야한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종교의 교리에 매몰된 편향성을 학생들에게까지 주입하려고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

라고 생각된다. 과학과 종교는 분리되어야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이다.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원으로 여겨지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일뿐 아니라 진화론

을 거부하지 않는 종교를 가진 이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와 개인 단체등 그 주체에 상관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과학적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 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검증하고 보안할 기관 및 제도상 절차가 확립되야 한다고 생각함. 

 과학적인 증명으로 오류가 있다면 수정되는게 맞지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삭제의 대상이 된다면  과학이라는 학문적 

의미가 없어진다. 만일 창조론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청원이라는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는 사항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제대

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출판사들 재량에따라 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학문은 가설을 비롯하여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서 학문의 발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에 관한 

견해도 같이 열거하여 과학적 근거로 생명탄생의 가설들을 열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종교적 특정 단체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청원한 내용을 각 출판사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삭제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심각한 일로써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확히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진화론 자체가 추정 가설에 한 증거로써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화론

의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새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중간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하여 교과서에 내용을 삭제가 아닌 오히려 첨가를 하는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화론/창조론이 론인만큼 최소한 각각의 의견을 동등하게 게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본인은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

지만, 어느 한 쪽을 배제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창조론 역시 하나의 이론이다. 두 진화론의 예시를 삭제할 것이 아니고 과

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동시에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인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과서 개정

에 대한 절차를 확실히 하여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과학적 진리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함. 창조론처럼 허무맹랑한 이론 뿐만 아니라 지적

설계론처럼 적당히 포장된 이론의 경우에도 교과서에 실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함.  

 오랜기간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로 정리된 내용이 일개 종교 산하단체의 요구로 수정,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과학과 

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중세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읍니다. 

 Nature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며, 우리 과학계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정당한 검증

없이 삭제되어지거나, 종교적인 의견이 반영되는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중립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말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 문제인 것이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특정 단체의 주장도 앞뒤가 안맞는 처사이지만, 그 청원을 정확한 검증 없이 처리한 해당 부처들도 아

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 과학이랑 이름도 외압을 받는건가?  

 과학교과서는 종교단체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집필될 때 학생들에게 현시대에 통용되는 정확한 과학지식을 전달할수 있

으므로, 교과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과총과 더불어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출판사가 최종 수정 판단을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출판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선입관을 가지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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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선입관이 아닙니까? 

 정확한 학문적 근거 없이 일부 특정단체만의 주장으로 교육의 내용이 바뀐다면 시조새 논란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 기타 

사회관련 문제들도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과학인들이 힘을 모아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배우며 일할 수 바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를 삭제하려고 했던 근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절한 클레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가치관에서 나온 일

방적인 주장이었는지 알기 전에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KAIST에 창조론 전시관이 있다는 자체가 국가적 창피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지적설계론이 교과서에 등장할 수도 있

다는 생각이 든다. 학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에 불과한 단체의 입김으로 전국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임. 나

아가 국제적 망신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되어버려 매우 당황스러움. 

 일단 교과서에 어떠한 내용의 판단 여부를 전문가 집단과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 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

한 일이다. 제대로된 교과서 내용 검증 및 수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 관점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지식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함. 결국 이런게 있다, 저런게 있다는 가르쳐야 하고, 

이후에...자신의 관점에서 진화론의 찬반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봄.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음....  진화론 삭제 단체의 주장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과학교과서는 성경으로 바꿀 듯 ....  우주

물리학의 빅뱅도 7일간의 천지창조로 바뀌어야 함...   

 진화론에대해서 과학적으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것은 안다. 하지만 부족은 하긴하지만 삭제대상은 아니다라고 본다. 

배우는 학생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것이 걱정이 된다.  

 소수인이 교과서를 편집하다보니 오류발생 소지가 있기에 관련 학회차원에서 교과서 제작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또는 

검인정교과서의 검증을 관련 학회에서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교과서개정 특히 과학교과서 개정은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종교적인 신념과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이 반대의견의 토론 및 검증없이 쉽게 수용되었다고 생각됨. 

 과학적 검증 없이 특정 종교의 색채가 강한 민간단체의 요청을 적절한 검증없이 출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문제제기가 특정 종교와 관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교과서(검인정 교과서라 할지라도) 내용에 

이러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시조새관련한 논란이긴 하나, 진화론 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

제가 있어보인다. 그것은 꼭 교육해야할 내용은 아닌것 같다. 

 특정 종교나 이익단체의 주장으로 한국과학계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되는 과학교과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문성을 기반

으로 하는 검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 

 종교와 과학은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종교가 왜 계속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려하는지 모르겠다. 더불어 과학은 종교

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물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전공분야가 교과서에 제대로 실려서 

후학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시조새란 표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시조 라는 말이 어폐가 있음) 기본적인 과학의 발전과 현재의 논조를 표현하는

데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새의 경우 화석샘플이 현존하는 새와 비슷하여 좀더 과학적인 분석과 해석을 곁들여야 한다. 그간 사용되어왔던 내

용들과 현 논란도 같이 교과서에 실려야 맞다고 생각함. 

 교육의 근간이 되는것이 교과서인데 출판사의 재량으로 삭제결정을 내린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국

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새에 대한 오류는 이미 밝혀져 있고, 기타 진화론에 대한 오류들 또한 조작이나 잘못이 드러난 상황임. 따라서 그런 

잘못된 오류들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본인이 이해하기에는시조새의 진화의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결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번 교과서 개정에서 출판사별로 

청원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함 

 진화론은 실제적 사실인 진화를 근거로 추정된 이론임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진화자체를 부

정해서는 안되는 최근의 과학적 성과물을 반영해야함. 

 중고등과학교육에 대해 과학자들이 그 동안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을 기회로 중고등과학교육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라고 말을 하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라는 맹목적인 목적을 가진 일개 집단에서 과학적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진화론의 과학적 고증이 창조론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그것을 신앙인양 과학에 적용하는것은 잘못된 종교관에서 비롯되

었다고 생각하며, 과학 교육에 대한 일종의 횡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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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뿐아니라 정치,경제,역사적 관점 등에 의해서,  자연과 과학적 논리가 해석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미 

천동설vs지동설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제가 미국연수를 다녀온 바로는 미국 및 선직국에서는 진화론은 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신

자들도 이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이런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 종교의 맹목적인 믿음을 학문에 강

요해서 지식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진화론과는 별개로  교과서의 분류 파트에 넣어놓은 것만 필요! 진화론의 설명을 

뒷받침 했던 내용은 지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진화론을 폐기하자는 주장과 그 단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학술을 가르치는 교과서인 만큼 학계의 의견이 반영되

어  말도안돼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으면 좋겠다. 

 과학교과서는 특정 종교의 압력으로 수정되어서는 안되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정 종교의 의견은 

윤리교과서 등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의 입장에 의한 탄원과 이에따른 일관성 없는 조치라면 앞으로도 과학계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 앞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진화론도 이론에 불과한데 그동안 마치 사실처럼 오인되어왔다. 진화론이 검증되지않은 이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검증안된것이라면 교과서에 실을 필요가 없다. 

 이번 일이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된 일이 아니였으면 한다. 이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눈과 귀를 막고 과학자 

뿐만아닌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는 일이다.  

 교과서 개정은  진화론 중에서 현재 논란이 많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삭제인데  이것을 진화론 전면 

부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시조새의 진화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토대로 주장하는 여러가지 진화론 및 지구 발

생과정의 과학적 이론은 무의미한 결과라고 판단 

 진화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관련 학계는 물론 BRIC에

서 더 많은 시관과 교육에 나서양한다. 

 진화론 외에 생물의 발생 및 기원에 관한 다른 이론들도 함께 과학교과서에서 논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적어도 과학적

인 근거가 제시 된 이론이라면 말이다.  

 교진추라는 과학적 배경이 없는 단체의 청원하나로 진화론 교육의 근본적 기틀이 흔들리는  현재의 교과서 개정 절차 

자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이론 정립필요함. 일부 종교단체의 일방적 청원으로 과학교

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것은 문제가 있음. 

 너무 창피하고, 종교가 이렇게까지 해야만했는가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니 세계적으로 심판받는게 맞다란 생각이든다. 세

계적으로 심판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다. 

 교과서인 만큼 진화론과 창조론을 적절한 균형에 의해 다루어야 하며,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진화론에 대한 자

료를 더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에 대응은 보편적으로 창조론이다.. 어느하나가 우세하다 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통분모가 되어 상호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초지식론이 되었으면 한다 

 시조새가 진화론의 예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양쪽 또는 여러 의견을 함께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간략하게 교과서

에 함께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에서 시조새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을 재고해야 하며 (터무니없는 결정임),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규정할 정비할 필요있음. 

 특정단체의 청원으로 정밀한 검증절차와 논리성이 결여된 채 결론이 난 듯한 느낌이다 과학의 객관성과 논리성은 필히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비 전문성 민간 단체의 청원서 하나로 기관전체가 무식하게 움직이다니.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정치로 가야 하는건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과학이 아닌 미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지배하는 주체불능의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는 그 존재를 소멸함으로

써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창조과학회'라는 명칭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삭제토록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얼토당토않은 행동인지... 과학자

라는 타이틀이 아깝습니다. 

 시조새가 진화론에 근거이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의 조넘성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한낮 동물에 불

과하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종교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가 한순간에 무시되어버리는 상황인듯하다  창조론에대한 내용

을 보완할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과학자 중 종교인인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과학에 종교가 개입해서 모든것을 흔들어 놓는다니.. 

애통할 따름입니다..  

 시조새 관련 논란은, 권위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연구를 반영하여 교과서에 관련사항을 기술토록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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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논란이 어떻게 생긴건지 좀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link에 관한 문제였나요? 어떤 이유로 교과서에서 내려가게되었

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Bric에서 나서서 문제를 인식하고 알리며, 대처하고자 하는 점이 좋게 보이며 믿음직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

로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누구나 가능하다보 보지만, 최종 승인및 검토가 비체계적인 것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독교를 근간으로한 미

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ㅉㅉ 

 진화와 관련된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의해 한국 과학교육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된 과학적 근거도 제시못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모 종교단체가 이 사태의 뒤에 있음이 국제

적인 개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론관 진화론에 있어서 모두 완벽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설"로써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나간 종교 집단과 절차도 모르는 행정부의 일부 종교 집단에 동조하는 그룹이 현 정권의 종교 편향적 정책에 맞장

구 쳐서 만드 코미디다.  

 시조새 내용을 빼기 보다는 일부 창조론의 의견이 있다는 서술이 필요할듯 과학활동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반대임 중

세시대도 아니고 ..... 

 차라리 교과서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이들의 근거에 대한 장단점을 다 들어주고 배우는 학생들이 알아서 선택하

게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뿐입니다. 따라서, 한 쪽으로 편향된 가설만을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올바

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삭제를 하려면 삭제에 대한 증거가 필요. 시조새는 어디까지나 설인데, 삭제를 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이론에 대해 구체

적인 증거 역시 필수임.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의 청원을 전문성이 결여된 출판사의 자체 검증을 통한 삭제는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더욱 더 있

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이것은 시조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각됩니다. 모두들 이성적으로 판

단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전문가들의 참여가 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교과서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특정한 종교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한 것이 아님을 이번 기회에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과학 교과서가 그렇듯 허술하게 개편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다.  하루빨리 시정되

기를 바란다.   

 진화론이 맞는 것같다고 교과서에 들어가기 보다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두 가능한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 학술기관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청원하고, 국가 또는 관련학회의 종합 결론을 통해 교과서 개정이 이

루어졌으면 한다. 

 상당한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과학교과서의 내용이 소수의 강한 주장으로 쉽게 적당한 검증없이 개정된다는 것은 과학

의 퇴보라고 본다.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며 종교적 의도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좌우되는 것을 꼭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하여 언젠가는 비종교인이나 종교인(기독교인)이건 간에 진화론이 확실히 맞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임. 

 과학 말고도 다른과목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거 같은데..  후배와 훗날의 자제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의 장이 열려야 하

지 않을까? 

 종교적 신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과학적 이런은 새로운 증거가 제세되면 파기될 수 있

는 것이다. 

 학생의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과서의 내용을 민간단체의 의견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은 교과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임 

 특정시각을 가진 단체에 의해 대부분이 과학인(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시조새가 진화론적 입장인 특징을 적절하게 과학적은 근거로 가지고 있다면 진화의 표본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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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망신입니다. 또한, 한국 교육의 현황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

니다. 

 특정종교단체의 영향으로 인한 결정이 의심되고 같은 상황이 다른 사회영역에서도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됨  

 창조론은 종교가 바탕이 되어진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오류 자체가를 내포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화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이론 자체가 틀린것은 아니다. 교진추는 과학이 아닌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하고 있

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교를 표방하는 단체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과학', 그것도 과학 교과서가 좌지우지 되는 한국의 현실이 이해가 어려움. 

 편향적인 성격의 단체들에 의한 과학적인 사고가 손상이 되어선 안된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  

 전문가 및 학계 등에 충분히 공개하고 투명한 형태의 검증없이 기존 교과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시조새에 대한 내용이 비록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삭제하기 보다는 다른 근거가 많은 예시로 교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과서의 수정/보완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은 진화론을 유일한 가능성으로 마치 사실인것 처럼 가르치는데 있다고 생각함.  

 이번 논란 뿐 아니라 다음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이런식으로 어떤 집단의 이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너무나 우려스러움 

 중세 유럽에서나 일어날 법 한 일이라 생각한다. 진화론은 져버린다면 조만간 마녀사냥도 할 판이다. 한심하다... 

 특정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교육이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부재이며, 현 정부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특정종교가 과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시조새의 존재 여부를 진화론과 연관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이런 엄청난 내용이 교과서에서 삭제되는 중요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음  

 미래세대의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검증을 출판사에 일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의 직무유기임. 

 기존 진화론에 대한 발표 중 오류로 판명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전달도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정은 곤란하다. 

 교과서의 중요내용이 너무도 쉽게 수정되는데에 놀랐고 이 과정에서 과학관련 정부부서의 무신경에 또 한번 놀람  

 학계에서 논란이되는부분이라도 교과서에 실실 필요가있다. 그런식이라면 화학, 물리학분야도 상당수 삭제될것이다. 

 일개 단체의 청원으로 교과서 내용이 바뀔만큼 한국의 교육행정이 어수룩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스럽다. 

 시조새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인위적인 진화론은 검증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로만 다루어져야 한다 

 과학은 실험과 증거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해가는 것임으로 주관적인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화에 대한 microscopic data 를 제시하고 phylogeny 외 일치함을 보여 설명하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까지 삭제를 해버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검증된 학회의 감수가  필요함 종교적이유로 밀어부치는 사람들은 교과서 제작에서 모두 제와시켜야함 

 과학연구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일반 종교 단체가 과학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임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낱 종교적 신념으로 변혁을 시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 단체의 청원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학문을 장려해야할 국가가 임무를 방기한 중대 사태임. 

 생물학 교과서에 주요 가설인 진화론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하며, 과학과 종교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인단체여도 어느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개인단체여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의 과학이 특정 종교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과학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 같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한 문제는 그 어떤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특정종교에 대해 편향적으로 교과서수정을 허락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지표 자체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창조론에 굴복하면 또 하나의 암흑이다.  한의학이나 창조론과 같은 사이비 학설에 굴복하면 안된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가? 양측간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임 

 진화론에 자체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또 대진화와 소진화는 나누어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한가지 과학적 견해로서 제시되면 몰라도 일방적인 교과서적 사실로 제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교과서에 진화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진화론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지니며 반드시 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의견은 누구나 개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견이 반영될 때에는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릭에 시조새 관련 카페를 개설하는 방안 교진추의 청원서 내용을 분석하는 카페개설 방안이 빌요함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을 최종적으로 출판사가 받아들여 출판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학계에서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수정 보완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특정 종파의 종교적 믿음과 분리되어야 할 중립적 사안 

 시조새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와 이에 반대의견도 같이 교과서 내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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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기독교를 자처하는 집단과 그들을 기반으로 하는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씁씁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당시 좀 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토의가 부족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과학적근거가 그렇게 부족하답니까? 얼마나 근거가 없었기에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내용이다.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원서에 대해 토의한 후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시조새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함.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할 수는 있느다, 그것은 본인들의 테두리안에서 해야한다.  

 정답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려는 노력마저도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니다. 

 종교계의 편향된 의견을 검증하고 조율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조새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진화론만 기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부족한 과학적 근거와 미완성 진화론적 이론을 비판없이 교과서에 싣는 것도 재고의 사항임. 

 청원을 하는 주체가 편향적인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주입하려는 의도가 심각하게 걱정된다. 

 정치 권력이 교과서 개정에까지 개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일부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고 삭제되는 문제가 검증없이 이루어진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줄도 몰랐네요 이런 사건 알리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걱합니다. 

 과학적인 탐구와 종교적인 갈구는 분리되어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교육이 특정 종교 등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는 일을 크게 경계할 필요가 있음 

 Very disappointed. It should have not happened. 

 우리나라는 뭐든 오래 우기면 다 들어준다. 하지만 과학은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울 안가본 놈이 서울 가본 놈보다 더 잘안다 는 속담과 딱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교과서의 시조새 내용 관련하여 과학분야의 여론 수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종교계의 주장은 과학의 윤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체 심의만 거쳤다고 하니 미심쩍네요. 관련 학술분야나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겠어요. 

 외부 공신력도 없는 기관 및 단체에 의해 교육 내용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심각함.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하여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딴건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어도 꿈쩍 안하더니...이렇게 쉽게 교과서과 바뀌다니... 

 학계의 교과서에 대한 관심 및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과서가 바뀐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 되네요.  

 진화론이건 창조론이건 결국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어진 것이 아닌 이론들일 뿐이다.  

 진화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가운데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문제있다고 봄 

 휘둘리기보다는 학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처리해야 외부로부터 놀림감이 안됨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의하여 교과서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어이없음. 

 엉뚱한 사람들이 대세를 타니 결국 이런데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네요 ㅋㅋ 

 관련 학회 및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적 자료근거와 입증하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BRIC 이 아닌 공신력있는 관련학회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검증은 너무 일방적인 입장 표면일뿐...대표성을 띄지는 않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잇권이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조새 논란 이전에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그 동안 너무 미흡했음 

 외부의 청원이라고 해도 그 근거를 분석하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정 종교의 과학개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잘못된 과학적 논란을 만든다. 

 순수해야할 과학분야에 비과학적인/정치성이 짙은 접근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함. 

 근본없이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고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교과서가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와 검증없이 마음대로 바뀔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교과서 검정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진화론 및 창조론을 모두 교과서에 포함하며, 각각의 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진화론의 좀더 정확한 과학적 설명과 접근을 통해 반드시 교과서에 실려야함. 

 없음. 특정 종교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과학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신앙이 과학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 신앙과 과학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교과서 내용을 수정 시에는 전문 학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검증과정과 타 국가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하는 보편타당성이 배제되어 문제이다. 

 창조 모델과 진화 모델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겨야 

 종교 단체의 건의에 의해 과학 교과서의 내용 수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그냥 넘기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새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교과부의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어이없고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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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 국가인 한국에서, 종교는 과학의 영역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 특정종교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듬.  

 제발 자기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사회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기를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적인 단체의 청원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 현행법으로 가능한가? 

 이 뿐만아니라 교과서의 국가적인 체계적 진단 개선기구가필요하다고 생각 

 우물안 개구리 처럼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용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개신교와 정부의 썩어 문드러진 유착에 비탄을 금치 못하겠다. 

 교과서 편찬에 종교 단체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반대한다.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곡학아세라는 글이 생각난다. 

 시조새를 포함시키되, 과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진화론을 좀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교과서에 실었으면 합니다.  

 삭제불필요....과학 교과서는 여러 가설을 함께 소개 할 수 있음. 

 논란을 확대하여 이번 기회에 진화론을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 교과부의 구성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 특정 종교 단체의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시조새 논란과 종교적인 문제를 결합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하 어수선하니 개나 망둥이나 다 날뛰는 꼴을 보는 것 같다 

 진화론의 증거자료로 명확한 내용을 다시 교과서에 실어야 합니다. 

 진화론을 기재한다면 창조론도 같은 레벨로 기재하여야한다고 생각함 

 진화론도 가설이기에 보다 분명한 증거만이 채택되어여 한다고 본다 

 종교적인 이유로 과학적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단순 청원 만으로 이뤄진 수정은 불합리함 

 특정 종교가 있지도 않을 것을 있은것처럼 하는것 자체가 문제다 

 출판사에서 삭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러운 사안입니다 

 진화론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청원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연구결과는 종교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계에서 시조새관련 논란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등재해야한다 

 진화론과 더불어 창조론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음합니다. 

 비상식적 사건이므로 따로 의견게재가 필요하다 생각지 않는다. 

 교과서네용삭제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 지다니 좀 황당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담론에 과학교과서를 개편하느것 자체가 문제임 

 과학과 종교는 분리되어야지 종교적 사상을 투영하면 곤란하다. 

 과학과 종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불쾌하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균형있는 교과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종교가 교과서까지 침범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과학과 종교는 서로 존중하되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학계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특정 종교가 교과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문성이 결여된 종교 단체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기독교 단체... 대통령 등에 업고 정말 진상 떠네요.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통해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종교적인 압력에 과학적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교과서 개정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한다. 

 과학계의 공신력있고 논리적인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과학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작의혹이 있는 자료라면 과감히 삭제하여야 마땅하다 

 종교가 교육계까지 지배하려는 시도자체가 가증스럽다 

 이래서 기독교가 욕먹는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의의제기 단체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토론및 검증  

 어느 종교단체의 논리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은 한쪽의 쏠림없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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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견과.. 국제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해 다시한번 지각했으면... 

 배움의 장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듯하네요 

 현 교과서 검정 수정절차를 반드시 보완해야한다 

 정부가 공신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교과서 수정의 절차가 너무 체계가 없는거 같다 

 과학교과서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청원 주체가 편향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의견쓰기가 곤란합니다. 

 삭제에 관해 좀더 신중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청원이 받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 

 과학적 근거외에 딴 의도가 잇어서는 않된다. 

 과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은 사실입니다. 

 차후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 

 종교단체 따위가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에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상당히 우려되는 사태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보편타당의 위기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를 종교가 계ㅣㅂ한다는것 자체가 이상 

 없음 단, 종교논쟁으로만은 제발 가지 않길 

 정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 관할해야 한다. 

 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에 대한 현실인식에 통탄함. 

 학설로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함 

 학계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어야합니다. 

 종교단체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은 훼손되어선 안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천동설 나올 태세!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음 

 과학계에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함 

 창조과학이 과학이면 파리는 독수리다. 

 종교가 과학교육에 나설 사안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은 인정되어야한다.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삭제가 바람직함 

 과학은 과학일 뿐, 종교는 종교일 뿐 

 종교와 과학교육은 분리 되어야 한다 

 시조새의 분류상 위치 변화는 필요함 

 모든 진화론을 부정 하자는 말인가? 

 과학적인 사고는 존중이 되어야한다. 

 과학은 과학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과학은 과학의 입장에서 보아야한다. 

  Beliefs < Sciences 

 단순한 주장이 채택된게 어의 없음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빠른시일내로 바로잡았으면 한다. 

 종교는 종교로 남아야 한다.  

 국가적 망신이며 조롱거리이다! 

 과학과 신앙(믿음)을 구분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과학에 종교가 끼어들면 안됨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학은 과학으로 설명해야함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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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된 일부종교인의 추태 

 과학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진화론은 맞지 않다. 

 시조새는 근거가 부족 

 그저 창피할 뿐이다. 

 과학과 철학의 괴리 

 확실한 근거 필요 

 바보같은 짓이다. 

 부끄럽습니다. 

 성급한 결정 

 문제가 많음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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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지 

 

과학 교과서 시조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 
 

최근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들 중 상당수가 진화론 설명을 위한 시조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던 것일까요? 삭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민

간단체의 청원으로 인하여 각 해당 출판사의 검증위원회에서 시조새관련 내용의 삭제가 결정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Nature에서도 기사화되어 국외에 알려지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의견과 과학 교과서 내 

진화론 기술에 대한 의견을 BRIC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로 의견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뉴스: 

[한겨레] 네이처 "한국, 창조론자들 요구에 항복"...2012.06.06  

[서울신문] 과학 교과서서 사라지는 ‘진화론’...2012.05.17  

[Nature] South Korea surrenders to creationist demands...2012.06.05 

 

설문진행  

□ 설문대상자: BRIC 회원 (생물학관련 과학기술인 회원에 한정) 

□ 설문주최/시행: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문항 수: 15 문항 

□ 설문기간: 2012년 6월 11일~15일까지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문제점 (Q1~Q6)] 

 

Q1. 최근 민간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의 청원으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들 중 

상당수가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조새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본 설문을 접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자세히 알고 있었다  

□ 대략 알고 있었다  

□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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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알고 있다  

   □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Q3. 시조새관련 내용이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된 절차는 특정 민간단체(교진추)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전달하였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 교과서 출판사로 전달, 각 

출판사에게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각 출판사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삭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요구에 대한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의 이러한 과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3.1~3.2 

 □ 문제가 좀 있다   3.1~3.2 

 □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전혀 없다  

 □ 모르겠다  

   

Q3.1. 문제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 절차상 전문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청원서를 낸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 청원서의 최종 검증 주체가 출판사에 있다는 점   

    □ 청원서를 낸 단체가 다른 의도(종교적)를 가진 단체로 판단된다는 점  

    □ 기타 (                        ) 

   

Q3.2. 이번 시조새 관련 과학 교과서 수정 절차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해야 할 단체로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관련 학회가 앞장 서야함   

    □ 과학기술자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앞장 서야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앞장 서야함  

    □ 정부 공식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앞장 서야함  

    □ 관련 연구자들이 일시적인 모임 형태를 만들어 앞장 서야함  

    □ 기타 (                        ) 

  

Q4. 이번 과학 교과서의 시조새 관련 내용 삭제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주체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입니다.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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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학 교과서에만 한정)  

   □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신력 있는 단체(학회, 연구소 등)로 한정  

   □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개인/단체이면 가능  

   □ 전문가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원 가능  

   □ 기타 (                        )    

   

Q5. 과학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 한국과학창의재단  

   □ 별도의 국가 담당부서   

   □ 각 교과서 출판사 (자체 검정위원회)  

   □ 기타 (                        )    

   

Q6. 과학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전문가 그룹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 검증 단체로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관련 학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각 출판사의 자체 검증위원회  

   □ 담당 부처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 전문가 그룹 형성   

   □ 기타 (                        )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 기술에 대한 문제점 (Q7~Q11)] 

 

Q7. 진화론이 과학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진화론은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과학적 발견만으로도 진화론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현재는 삭제되어야 한다  

   □ 진화론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  

   □ 모르겠다  

   

Q8. 본인의 학창시절 당시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진화론(현재 교과서의 진화론 부분도 포함)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만족한다  

   □ 만족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내용으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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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하지 않고, 상당부분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수정/보완해야 한다  

   □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 잘 기억나지 않는다  

   □ 기타 (                        )    

   

Q9. 과학 교과서에 시조새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근거의 예로 제시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시조새는 수각류 공룡의 후예로 관련 학계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진화론 설명에 적절하다  

   □ 시조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인 자료를 보강하고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삭제대상은 아니다  

   □ 시조새가 포함되어도 혹은 빠져도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시조새보다 진화론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 잘 모르겠다  

   

Q10. BRIC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주요한 과학적 증거(최신 논문 혹은 임팩트 있는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해당 관련 기관(교과 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교과서 집필용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 찬성하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                        )    

   

Q11. 이번 시조새 관련 논란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세요.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참여자 정보조사 (Q12~Q15)] 

 

Q12. 귀하의 학력은?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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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귀하의 직책은?  

   □ 대학생  

   □ 대학원생  

   □ 연구원  

   □ PostDoc./연구교수  

   □ 교수/책임연구원  

   □ 회사원  

   □ 대표이사  

   □ 공무원  

   □ 의료인  

   □ 기타  

   

Q14. 귀하의 소속은?  

   □ 대학  

   □ 대학병원  

   □ 국가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 기업/벤처  

   □ 일반병원  

   □ 기타  

   

Q1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무교(종교없음)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