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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최근 들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할 때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측면
에서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별 상호작용의
내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연구물들은 많지 않다. 또한 이들 연구
들은 상호작용의 양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조별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학습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
의 관점은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머물 위험성도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해석학에 관심을 기울인 연
구물들이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교육 현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교육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
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위한 해석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학의 이해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생들
의 조별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또 구체적인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
연구 1(3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조별로 모여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
를 매주 한 문제씩 제시하고, 그 문제를 조별로 토론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중심 토론’을 실시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공 역학을 수강
하는 학생들로 모두 3명이었고,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조별 연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별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진
행했다. 연구 자료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의 조별 상호작용에 대한 녹
화와 그에 대한 전사자료, 세 명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 자료와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조별 상호작용 과정에서 특별
한 역할을 하는 리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문제 상황에 따라 리더가
설명자, 촉진자, 평가자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들의 조별 상호작용 양상은 리더의 역할에 따라 달라졌으며, 리더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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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의 역할을 할 때 조별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였다. 연구 1의 상황
에서 리더는 설명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리더와 다른 조
원들의 지평의 차이와 관계가 있었다. 또한 리더의 역할별 조별 상호작
용들을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통해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 2(4장)에서는 연구 1(3장)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매주 배우는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주간 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주간 보고서에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하는 ‘개념 중심
토론’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역학2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 세 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초점 그룹이었다. 연구 자료로 연구 참여자
들이 매주 조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 자료와 녹화한
것을 전사한 것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설문지, 주간보고서, 자기
보고서 등도 연구 자료로 활용했으며 그룹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 과정에서 참
여자들은 전공역학의 추상적인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바꾸어 이해하였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부분
까지 논의 하는 등, 이와 같은 조별 토론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주간 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 대
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이 수학적인 것에 대한 토론
보다 개념적인 것에 대한 토론을 선호하는 성향과 관계가 있었다. 결과
적으로 학생들은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해 타자의 지평과
다양한 해석을 만나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
었다.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조별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지
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 남았다. 이에 연구 3과 연구 4에서는 학습 주제를 마찰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마찰력은 일상생활에서 뉴턴 역학을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마찰력 이해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 어려움의 원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체계적
으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 3(5장)에서는 전공역학을 수
강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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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지식신념
틀을 이용하여 학생 어려움의 원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 나타
난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들로는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반작용
힘, 마찰력의 원인, 힘의 이해(구심력, 수직항력), 좌표계 설정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들에는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
념, 마찰력의 규칙 사용, 좌표축의 선택, 힘의 이해 부족 등이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과
관계가 있었다. 연구자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 주목하여, 학
생들이 마찰력이라는 부분을 과학의 탐구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연구 4를 계획하였다.
연구 4(6장)에서는 연구 3(5장)에서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해석학적 관점에서 마찰력 워크숍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마
찰력과 관련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주제
중심 토론’을 실시하였다. 뉴턴 역학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뉴턴 역학에
대한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예측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 접근’이다. ‘예측 접근’은 이론의 활용과 관
련 있는 접근으로 잘 알려진 ‘힘’ 이론을 활용하여 그 ‘운동 결과’를 예
측하려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설명 접근’은 ‘운동 결과’로부터 시작해
‘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
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워크숍에 참여한 22명
의 학생들은 주어진 정지 마찰력 상황에 대해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을
사용하는 두 진술을 읽고, 누구의 진술이 더 타당하게 느껴지는지 적었
다. 그 후 참가자들은 3~4명으로 구성된 6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로 자
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은지에 대해 토론
하였다. 조별 토론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마찰력에 대한 자신의 선개
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조별 토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
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 이상 마찰력의 올바른 개념과 같은
부분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참다운 이해
나 올바른 학습법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학생들
은 조별 토론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타자의 지평과의 만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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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통해 마찰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었다.
주요어: 조별 학습, 해석학, 학생의 어려움, 설명 접근, 예측 접근, 마찰
력

학번: 2008-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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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
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상대적으
로 진학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열
진학을 기피한다.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기피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연
계열의 과목들이 인문계열의 과목들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학생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데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열의 여러
과학 교과 중 특히 물리학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
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피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김희경 & 이봉우,
2006). 학생들이 물리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학생
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겪는 물리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학생들의 물리학
에 대한 기피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실
에서는 맥락이 빠진 추상적 물리 지식이 형식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 전
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위주의 학
습이 학생들이 물리학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권재
술, 2004). 최근 과학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기존의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
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기반한 다양한 수업 모형이 제안되었으며,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
점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
으로 협동학습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Aronson & Partnoe, 1997;
Johnson & Johnson, 1999; Kagan, 1994; Slavin, 1980). 하지만 협동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었으나, 협동 학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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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조별 상호작용의 내적 과정
을 충실히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Enghag et al., 2007).
이에 최근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탐구 수업 상황(유지연 & 노태희,
2012),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강유진 & 김지나, 2012), 사회 속 과학
쟁점에 대한 토론(박지영 & 김희백, 2012), 대학생들의 환경 교육 캠프
사례(정원영 등, 2012), 과학 영재의 논증 활동(한혜진 등, 2012)등 다
양한 맥락에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혹은 사회 문화
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조원들의 역할이나 상호작용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졌는
지는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의 연구 1(3장, Ha et
al., 2009)과 연구 2(4장, 하상우 & 이경호, 2009)에서는 학생들이 조
별로 상호작용하는 내적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초점그룹의
학생들에 대해 각각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조별 모임에 참
석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연구 4(6장, Ha et
al., 2012)에서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조별 학습 과정을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별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지평과
의 만남과 융합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다.
한편, 사회적 구성주의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머물게 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
다. 이에 대해 해석학은 다양한 해석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답
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인식론 보다는 존재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Bernstein, 1983). 이처럼 해석학은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육 현상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통해 교육 분야에 생
산적인 담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손승남, 2001; 이재호, 2010; 최명선,
2005; 최신일, 2009; 허숙 & 유혜령, 1997; Bevilacqua Giann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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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ger, 1992; Kalman, 2011).
교육 현상에 해석학적 고찰을 한 이들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교육학 분야의 해석학 연구이다(손승남,
2001; 최명선, 2005; 허숙 & 유혜령, 1997). 이들은 여러 해석학자들의
논의와 개념을 교육학 분야에 가져와서 교육학의 여러 현상들이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면서 기존의 교육학만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여전히 추상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서 이 논의들이 실제
교육의 실천 영역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 교육학 분야의 해석학 연구이다. 교과 교육학 분야의 해석
학 연구는 도덕 교육(이재호, 2010; 최신일, 2009), 사회교육(강기원,
2003), 과학 교육(이정아, 2009; Bevilacqua Giannetto, 1995; Eger,
1992; Kalman, 2011)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교육학 분야의 해석학 연구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어떤 측면에서 해석학이 적용되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무엇보다 현상의 분석
에만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수업의 실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교육 분야의 해석학 연구들의 교육 현상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는
많은 경우 구체적인 수업 실천과 유리되어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호(2010)가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교육 실천의
해석학적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해석학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
육을 위한 해석학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들에서는 조별 학습
이라는 구체적인 교육 실천 영역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해석학적으로 이
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연구 4(6장)에서는 해석학의 이해의 원리
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업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교육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해주고, 교
육 실제의 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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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람들은 이미 꽤 오래전에 마찰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마찰력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한국물
리학회, 2005). 일반적으로 물리학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마찰력 관
련 성질들, 예를 들어 마찰력의 크기가 수직항력과 비례한다거나, 마찰
력의 크기가 물체의 운동 속도나 접촉 면적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들도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Besson et al., 2007). 이
렇듯 마찰력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힘으로(Salazar et al.,
1990), 그 복잡성 때문에 마찰력이 일상생활에서 뉴턴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3(5장)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제인 ‘마
찰력’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하상우 & 이경호, 2011).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4(6장)에서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마찰력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워크숍을 개발하고
이를 해석학의 개념들을 토대로 이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2. 연구 문제
본 논문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1: 전공
역학 문제 풀이의 조별 상호작용에서 리더의 역할’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역학 연습 문제 풀이를 위한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1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별 상호작용 과정에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2. 리더의 역할이 조별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리더와 조원의 상호작용은 해석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연구 2: 전공역학강의에서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간보고서에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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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을 조별로 토론해 보게 하였다. 연구 2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역학의 2학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간보고서에 제기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서 학생들의 논의가 가지는 특징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은 해석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연구 3: 주간보고서에 나타난 전공역학 수강생들의 마찰력에 대한
어려움과 그 원인 구조’에서는 5년간 전공역학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마찰력에 대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3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2.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구조는 어떠한
가?
3.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해석학적으로 어떤 특
징이 있는가?
‘연구 4: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주제 중심 조별 학습’에서는 마찰력의
한 가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공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이 조별로 토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계획 및 실행하였다. 연구 4에서
는 본 논문의 핵심인 해석학적 관점에서 워크숍을 조직하고, 또 학생들
이 토론하는 과정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연구 4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해석학적 관점에서 마찰력을 주제로 한 워크숍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마찰력에 대한 주제 중심 워크숍에서 개발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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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지평이 서로 만나고, 지평 융합 및
확장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어떠한가?

3. 연구과정의 개요
본 논문의 연구들은 조별 학습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Ⅰ-1은 본 논문의 연
구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Ⅰ-1. 본 논문의 연구 개요

본 논문의 연구 1, 2, 3, 4에 대한 배경 연구로 2장에서는 해석학에
대한 배경 이론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학은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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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상을 해석하는 눈으로써의
해석학적 관점, 둘째는 해석학의 철학적 관점, 셋째는 실제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수업조직의 원리로써의 해석학적 관점이다. 해석학은 진리
인식이 인식주체와 객체의 단절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론에서 인식주체
와 객체의 관계맺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존재론으로 전환한 철학적 입장
이다. 이런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학에서는 존재와 존
재의 끊임없는 관계맺음인 해석학적 순환과 지평의 융합의 개념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상을 해석할 때 뿐만 아니라
수업을 구성할 때도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해 보았다. 결국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2장에서는 이처럼 세 가지 관점의 해석학에 대해 서술한 후, 해석
학과 과학에 대한 논의를 주로 과학 활동의 해석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 하였다.
연구 1(3장)과 연구 2(4장)는 본 논문의 탐색 연구로 연구자가 초점
그룹을 선정하여 각각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조별 학습 모임에 참관하
면서 알게 된 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두 연구들을 시행한 후,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그 주제에 대한 이해의 과정
을 분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 3(5장)은 이를 위한 예비 연
구로 주제를 마찰력으로 정하고, 마찰력에 대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을 분석한 연구이다. 그리고 연구 4(6장)는 논문의 본 연구에 해당
하는 연구로 연구 3(5장)에서의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우선 연구 1에서는 학생들에게 조별로 모여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
를 매주 한 문제씩 제시하고, 그 문제를 조별로 토론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중심 토론’을 실시했다. 연구 과정에서 같은 조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형태 및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
고, 이런 토론 양상의 차이는 리더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1에서는 교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문
제를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풀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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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수학적인 부
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활발한 의사
소통을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를 개념에 대한 토론으로 전환하고
자 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매주
배우는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주간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주간보고서에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하는 ‘개념 중심 토론’
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조의 주간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조의 주간보고서 내용까지도 참고하여, 그들이 조별로 토론하고 싶은 주
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연구 2는 학생들이
전공 역학 2학기의 어려운 개념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던 개념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 이해하는 과정이 특징적이었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러한 방식의 조별 토론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 1과 2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문제 풀이 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모
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지만, 이 조별 토론들은 수업 상황 밖에서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들이었다. 또한 조별 모임을 한 학기 동안 광범위하게 진행하
다보니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학생들의 토론을 분석하는 초점이 흐려지
기도 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조별 토론을 수업 시간 안으로 가져와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했다.
연구 3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마찰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5년간의 주간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전공 역학 수업 상황에
서 마찰력과 관련하여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좁은 의미의 인과론적 신념과 같은 부분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마찰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분과 전체
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한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연구 4에서는 연구 3에서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해석학적 관점에서 마찰력 워크숍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마찰력과 관련
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주제 중심

- 8 -

토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학적 관점에서 수업을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토론 학습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마찰력에 대한 이해 과정은 해석학
에서 주장하는 해석학적 순환 및 지평의 융합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4. 용어의 정의
4.1. 조별 학습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현상은 학생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학습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본 논문의 연구들에서는 협동학습과
같은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학생들이 자연스
럽게 모여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학생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학습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학생들 여러 명을 조별로 묶
어서 함께 학습하게 했다는 의미로 조별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
며 그런 측면에서 이는 협동학습과는 구별된다.

4.2. 모형(Model)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모형은 실재하는(혹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것에
대한 대체품, 혹은 개념적 표상으로 물리학에서의 모형은 양적 변수로
표상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이 주로 사용된다(Hestenes, 1987). 모형은
실재 세계와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실재 세계의 특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한편, 모형은 과학 철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주제다.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에서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형’을 정의한다. 이 관점에서는 ‘모형’을 어떤 것의 중요한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체로 생각한다(Heelan, 1983b). 이 때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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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는 양들의 집합이며, 이론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어떤 이론도 하나의 모형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어떤

모형도

여러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Heelan, 1983b, pp. 20~21). 본 논문에서의 모형은 과학 철학적
관점을 따라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론적 구조로 정의하였다(장회익, 1990).

4.3.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김희경 & 이봉우, 2006;
Williams et al., 2003).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승희(2006)는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학생들의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보고, 학생 요소 뿐만 아니라
교수의 제 요소인 교사, 학생, 내용, 평가,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을 “내용, 교사, 평가, 맥락으로 구성되는
교육요소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내용, 교사,
평가, 맥락의 현재 수준과 그것들에 대한 학생의 기대 수준 간의 차이로
생긴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p.52). 본 연구에서도 이승희의 정의를
따라 학생의 어려움을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도 모두
포함하는, 학생이 학습 요소에 대해 가지는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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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식신념틀(The

framework

of

knowledge

&

belief)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로 이경호(2007)가 통합적 정신 모형에 기반하여
제안한 것이다. 지식신념틀의 기본 가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학생의

지식 기반 전반(개념적, 과정적, 맥락적)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 신념틀에서는 또한
개인의 지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념들을 인식론적, 존재론적, 동기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지식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신념,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식신념틀은 본 논문의

활용하였다.

그림

Ⅰ-2는

지식신념틀의

구조도를

(이경호, 2007, p.288).

그림 Ⅰ-2. 지식신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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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5장)에서
나타낸

주로
것이다

4.5. 주간보고서(Weekly report)
주간보고서는 한 주의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한 주 동안 배운 것은
무엇이고, 또 어려움을 느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주간보고서를 사용하면 수업 시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내성적 성격 때문에 교수자가 얻을 수 없었던 여러 피드백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주간보고서는 Etkina(2000)가
개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두 번째 질문은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문항에서 학생이 역학 학습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순차적으로 쓰도록 하였다.

“1. 한 주 동안 내가 배운 것 중 새롭고 핵심적이며 인상적인 것은 무엇
인가? (내가 접한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
세요.)”
“2-a. 이번 주 수업내용을 학습할 때 내가 느낀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어려움의 정도를 아래
표의 체크 란에 V표 하시오.)”
“2-b. 앞서 발생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려움의
유형을 아래 표의 원인 란에 V표 하고 표 아래에 구체적으로 쓰시오.)”
본 논문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는 여러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했는데, 특히 연구 2(4장)와 연구 3(5장)에서 중심적인 자료로
활용했고, 연구 1(3장)과 연구 4(6장)에서는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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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석학(Hermeneutics)
해석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

현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해석학은

Schleiermacher에 의해 정립된 이후 주로 독일에서 발달했다. 해석학은
이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학문(박순영, 1993)으로, 인간의 이해는 도대
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이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초기 해석학은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Heidegger와 Gadamer를 거치며, 인간
의 근본적인 존재 양상으로서의 이해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등, 인간
이해의 일반으로 그 관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Gadamer는 텍스트를 기
술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으로써의 해석학을 이해의 일반적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Gadamer가 정립한 해석학을 철학적 해석학이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대체로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도 ‘텍스트의 해석의 문제’ 보다는 ‘학생들이 조
별 학습 과정에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다.

4.7.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
해석학에서는 인간의 이해의 과정이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해석학에서 처음으로 주목했던 해석학적 순환은
부분과 전체 사이의 순환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이해할 때는 그 단어를 전체 문장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문장의 의미는
낱낱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로에게 의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간이 이해하는 과정은 부분과 전체가 서로 순환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석학에서는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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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Palmer, 1969, p.148). 즉,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는 전체가
부분으로부터
이해된다는
과정에서

이해되며,

또

원리이다(손승남,
부분과

전체

그와는
2001,

사이의

반대로
p.27).

순환뿐만

부분이

전체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해의

아니라

전이해와

선이해,

낯익음과 낯설음 등 다차원의 해석학적 순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4.8. 지평(Horizon)
지평은

Husserl의

현상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개념이며,

이는

Gadamer의 해석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평은 한마디로 “어떤 사물의
지각 배경이 되는 총체적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Gadamer, 1975a,
p.108).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하거나, 어떤 사물에 대한 의미를 형성
하는 과정에는 그 사물이 놓여 있는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Husserl은 이처럼 “의미형성의 터전이 되는 복합적 맥락”을 ‘지평’이라고
했다(Gadamer, 1975a, p.108). 이제 지평에 대한 다음의 서술을 보자.

지평은 맥락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의
식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한 사람의 지평은 주목의 대상이 그것
에 의해 이해되는 맥락이다. 이 지평은 삶 또는 세계라고 불려질 수
있다(정은해, 2006, p.76).
해석학에서의 지평은 이처럼 드러난 전경 이면의 배경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개념이며,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Husserl은 “의식의 구성작용에 적극적으
로 포착되지는 않아도 의미생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장하는 맥락을 ‘비
어 있는 지평’이라고 불렀다”(Gadamer, 1975a, p.108). “모든 지각대상
은 그 배경이 되는 다양한 맥락의 총체 속에서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지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Gadamer, 1975a, p.108).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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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각대상은 보는 이의 지평이 바뀐다면 달리 이해될 것이다.
Gadamer는 지평을 “특정 지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야의 영역”이라
고 말했는데, 이처럼 현상학 및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지평’의 용어는 우
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지평’의 용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Gadamer, 1975a, p.320). 일상생활 속에서 지평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
지평이 넓은 사람, 지평이 좁은 사람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지평이 넓
은 사람은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평이 좁은 사람은 자신의 주변밖에 볼 수 없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 밖에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를 해석학에서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이해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지평이 넓은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평이 좁은 사람은 어떤 현상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좁
고 얕은 이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평은 그 크기 외에 지평을 가진 자의 위치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지평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우
리가 동해에 있다면 바다를 통해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반
면, 서해에 있다면 바다를 통해 해가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생을 동해에서만 사는 사람은 바다는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생
각을 가질 것이고, 평생을 서해에서만 사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바다는
해가 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지평은 우리 자신이 처
해있는 위치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한을 가한다. 하지만 지평이
없다면 어떤 지각대상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석학에서는
지평의 가능성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지평은 특정한 상황의 이면에 놓여 있는 맥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의 물리학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
물리학 개념들을 말로 표현하는 표현력을, 연구 2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적 능력 및 언어적 표현력 등 학생들의 성향과 문제 중심 토론, 개념 중
심 토론 등 조별 토론 구성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지평으로 고려하였
다. 연구 1, 연구 2가 이처럼 보다 일반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지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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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이라면 연구 3, 연구 4에서는 그 고려 범위를 특정한 상황으로
좀 더 좁혔다. 즉, 연구 3에서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마찰력의 어려움과
관련한 학생들의 지평으로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맥락인 마찰
력 관련 규칙을 반복적으로 활용했던 과거의 경험 및 현재 지니고 있는
인과론적 신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 4에서는 마찰력에 대
한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그런 선택
을 하게 된 맥락에 주목하고 이를 지평으로 파악하였다.

4.9.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
Gadamer(1975a)는 이해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라고 생각했다(p.192). 이해는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나의 지평과 나의 지평과는 상이한 타자의 지평이
서로 부단히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본 논문에서 타자의 범위는 텍
스트, 동료, 교수자, 자연 등 나에게 새로운 의미의 지평이 될 수 있는,
나에게 낯선 모든 것을 의미한다. 지평의 융합은 “해석학적 경험의 범형
인데, 이것에 의해 우리는 오래된 것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지평
을 획득하고, 이것은 보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되도록 한
다” (정은해, 2006, p.152).
Gadamer(1975a)가 제시한 지평 융합에 이르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평 융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Gadamer가 제시한 1단계에서
는 나의 지평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지평은 무
시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타자인 너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너
에 대한 이해를 나 자신의 지평에만 의존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마지막
3단계에서 나는 자신의 지평은 물론 너의 지평도 의식한다. 이 단계에서
나는 자신을 열고, 너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다. Gadamer는 이 최종적인 3단계가 성취된 상태를 지평이 융
합된 상태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3단계에 이르러야 어떤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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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의 융합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나의 지평이 너의 지평과 함께 존재
한다.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평선 너머의 지각 대상
들이 너의 지평에서는 보일 수 있다. 나의 지평과 너의 지평이 성공적으
로 융합된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먼 지점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수반한다. 나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이 성공적으로 융합한다면 나는 기존
의 지평을 넘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며, 나의 지평은 그만큼 확장된
다.
지평의 융합은 “부분과 전체의 상호순환 운동을 뜻하는 해석학적 순환
을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맥락으로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Gadamer, 1975a, p.496).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이해에 있어 인식론적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차원을 지향한다. 해석자의
지평은 타자의 지평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해석자의 지
평뿐만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경험을 한
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이 지평 융합을 이루었다고 보
았다. 본 논문의 연구 4에서 학생들이 지평의 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
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라는 부
분과, ‘과학의 탐구 과정 및 문제 풀이 습관’등의 전체와의 해석학적 순
환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과학의 탐구 과정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거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바뀐 것 같다고 기술하는
등 기존보다 더욱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보여주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에서의 연구들은 모두 초점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의 맥락과 다른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본 논문에서의 결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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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들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의 조별 학습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조별 학습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의 전공 역학을 수강
한 대학생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례의 전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참여자들을 보다 다양화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어떤 결
과가 나오는지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신 본 논문
에서는 연구 맥락과 참여자들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통해 본 논문의 연
구들이 어떤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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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한 철학적 입장인 해석학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1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해석학적 관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2절에서는 해석학과 과학에 대해 다
루면서 해석학이 과학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보았다.
해석학적 관점이란 인간의 이해 과정을 해석학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
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은 기존의 인식론적 관심을 존재론으로 전환한
철학적 입장으로 드러남으로써의 진리관을 강조하며, 지식의 소유보다는
존재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석학의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해석학이 인간
의 이해 과정을 바라보는 주요 개념인 해석학적 순환이나 지평의 융합
개념에 잘 나타나며,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들과 해석학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해석학적인 관점을 주장하고 있
다. 첫 번째 차원은 학생들이 조별 학습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학적 관점이다. 해석학에서는 우리가 이해에 도달하
기 위한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이나 지평의 융합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며,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도 이를 인식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바라본다. 1.1절에서는 지평, 해석학적 순환, 지평의 융합
등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연구자는 이를 본 논문에서의 사
례에 적용하여, 해석학에서 주장하는 이해의 양상들, 즉 해석학적 순환
및 지평의 융합이 본 논문의 조별 학습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였다.
두 번째 차원은 실재 및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에서의 해석학적
관점이다. 해석학에서는 전통적인 진리대응설을 거부하고, ‘드러남으로써
의 진리관’을 강조한다. 이 진리관에서는 주체의 인식이 객체로서의 자
연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비교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
을 걸어올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진리는 인간이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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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자
연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화의 과정에서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1.2절에서는 해석학의 철학적 입장을 다른 철학들
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2절에서는 과학을 바라보는 해석
학의 입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과학의 탐구 과정을 인간이 구성한 모형과 자연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및
대화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연구 4에서 수업을 구성하는데 활용했던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한 해석학적 관점이다. 해석학에서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 사이의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한다. 나와는
다른 타자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나, ‘다르게’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보다 깊은
이해로 이끈다는 것이다. 1.3절에서는 해석학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인
교육의 실천 영역으로 확장하여 해석학이 수업을 바라보고, 또 조직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이를 수업을 구성하는데 활용
하였다. 즉, 학생들이 끊임없이 타자의 지평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연구 4의 수업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했다. 즉, 학생
들이 텍스트의 지평, 다른 학생들의 지평, 교사의 지평과 만날 수 있도
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각 과정마다 본인의 지평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 사이에 지평의 융합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서는 해석학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해석학을 구체적으
로 다룰 것이다.

1. 해석학
과학의 진보란 다만 단순히 우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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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거듭 새롭게 배워나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Heisenberg, 1971, p194)
위의 인용구는 현대 양자 물리학에 많은 공헌을 한 Heisenberg가 그
의 저서 ‘부분과 전체’에서 한 말이다. 흥미롭게도 Heisenberg는 이 인
용구에서 과학의 진보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해석학
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결국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거듭 새롭게 탐구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순영, 1993).
따라서 해석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미의 이해와 해석에 관한 이론
이나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허숙, 1997, p.341). 인간의 이
해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학은 이해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활동들에서
‘이해’ 행위가 없는 활동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석학은 인간 행
위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탐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석학(Hermeneutics)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 중 전
령의 신이었던 헤르메스로부터 유래했다(손승남, 2001). 헤르메스는 신
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주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 신이었다.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달랐기 때문에 헤르메스에게는 신이 의도한
의미를 인간의 언어로 잘 번역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결국 해석학
의 어원으로부터 추리해보면 해석학은 원래 신의 언어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오해 없이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학은 어떻게 하면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잘 해석
할 수 있을 것인지, 신이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인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오해 없이 잘 번역하는 것은 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성서에 적힌 글이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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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같은 문구를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
에, 이를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
터 해석학이 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처럼 성서를 오해 없
이 해석하고 성서의 원문의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한 성서 주석 이론으
로서의 해석학을 ‘성서해석학’이라고 한다(Palmer, 1969).
성서해석학이 알고자 하는 의미는 결국 성서에 적힌 ‘글’에 있었기 때
문에 성서해석학은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으
로 발전했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이같은 관심이 다른 해석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자가 작품으로 표현한 시나 소설
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는 문예해석학과 판례의 올바른 해석을 고민
한 법률해석학을 들 수 있다(손승남, 2001). 성서해석학, 문예해석학, 법
률해석학과 같은 “초기 해석학은 성서나 고전적 저서와 같은 텍스트를
표면적 또는 어휘의 수준에서 정확한 해석을 보장하는 기술이나 원리를
다루는

분야로

문헌학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오만석,

1997,

p.148). 즉 해석의 올바른 방법론으로서의 초기해석학은, 신학, 문학, 법
률학등에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서 도구적으로 이해되었을 뿐, 하나의 독
립된 학문으로서의 위상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석학이 성서에 담긴 의미, 작품에 담긴 의미, 판례에 담긴 의미 등,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해석학
의 목표는 신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 저자의 글의 진정한 의도 등을 아
는 것에 있었다. 초기해석학에서 진리는 이미 신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
경에, 저자가 진리를 담고자 했던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것으로 간주했
던 것이다. Palmer(1969)는 성서해석학 이후 작품에서 저자들이 의도
했던 위대한 진리를 찾으려는 해석학을 문헌학 방법으로서의 해석학으로
분류했다.
이후 초기해석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체계화 한 사람이
Schleiermacher였다. 그는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 내재된 보
편적 원리와 규칙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든 개별적 이해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보았다(오만석, 1997). 그는 모든 종류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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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써의 해석학을 체계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
비록 Schleiermacher가 해석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는
했지만, 이해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정립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
는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적인 생각과 많이 닮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그 당시 만연했던 실증주의의 학문 풍토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과학만능주의, 실중주의의 풍토 속에서 Dilthey는 자
연과학은 대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지만 인간과학은 대상에 대한 ‘이
해’를 추구한다는, ‘설명’과 ‘이해’의 대비를 통해 해석학과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적 전통과의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비되
는 그의 독특한 인간과학을 제창하는 데에 해석학을 그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Dilthey의 인간과학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탐구가 자연
에 대한 탐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과학’임을 보이려는 데에 있
었다(허숙, 1997, p.342).
여기서 Dilthey도 Schleiermacher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이해 및 해
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들 사이의 공통성에 주목하였지만 Dilthey는
Schleiermacher와 달리 그것을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찾으려 했다(손승
남, 2001). Dilthey의 해석학에서는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체
험’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결국

Dilthey도

Schleiermacher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성에
주목하였지만, 개개인의 ‘체험’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정신과학의 방법으
로서 이해의 과제를 보편적인 전체적 인간에 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전
체로서의 개인에 둔 것이다(손승남, 2001, p.23). 이와 같은 Dilthey의
생각은 개개인의 결코 일반화 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주목한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 개인의 사례를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사례연구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Heidegger는 Dilthey 이후 인식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해석학을 존재론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석학이 존재론적이
라 함은 인간 삶의 기저에 이해가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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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손승남, 2001, p13). 이해란 인간이 행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가 볼 때 이해는 사실로서 파악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오만
석, 1997, p.161). ‘해석’을 인간의 행위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 활동이 ‘이해하게 하는 것’의 특정한 과정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해석이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
루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Grondin, 2009, p.51). Heidegger에게 해
석이나 이해는 인간이 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자
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학은 이해의 기술이나 방법을
다루는 도구적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과정인 이해를 설명하려
는 철학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Gadamer는 Heidegger의 해석학의 사유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Gadamer는 그의 책 ‘진리와 방법’에서 예술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
에 대한 해석학적인 분석을 통해 해석학을 철학적 차원까지 끌어올린 철
학적 해석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병렬, 2007). 여기서 철
학적 해석학은 “역사학이나 미학의 보조학문으로서의 해석학이 아니라,
미학과 문학을 비롯한 모든 정신과학이 필요로 하는” 해석학을 의미한다
(정은해, 2006, p.6). Gadamer는 Schleiermacher에서 Dilthey에 이르기
까지의 해석학은 이해의 문제를 원저자의 의도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으로 한정시킨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학을 원
저자의 의도를 찾는 보편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한 해석학이었다고 평가
하며 이들의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방식의 과학과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 Gadamer에 따르면 보편적인 방법을 찾으려
는 시도는 결코 진리의 길이 아니며, 반대로 진리는 이와 같은 방법적
사고를 멀리 한다는 것이다(오만석, 1997, p.344). 그래서 Gadamer는
Heidegger의 사유를 이어받아 인식론적 ‘방법’의 문제를 존재론적 ‘진리’
의 문제로 전환하려 했다. Gadamer는 인간과학을 탐구함에 있어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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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방법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진리의 실천성과 일상성 및 역사성을 회
복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해석학은 단순한 이해의 기술학이 아니라
인간 현존재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경험의 총체에 관한 이해의 시
도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허숙, 1997, p.343).
지금까지 해석학의 발달 과정의 주요 흐름과 사상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Gadamer는 그 사유의 많은 부분을 Heidegger에게 의
존하고 있지만, 미학과 역사학의 구체적인 경험과 분석을 통해 이를 더
욱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의 해석학은
미학, 역사학 등 인문학의 많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해석학적 입장 중 Gadamer의 철학
적 해석학의 생각 및 전통을 주로 따르고 있음을 밝혀 둔다. 이제 본 논
문에서 현상을 바라보기 위한 눈으로 활용했던 해석학의 주요 개념에 대
해서 알아보자.

1.1. 해석학의 주요 개념
1) 지평
Gadamer는 Heidegger의 존재의 시간성에 대한 고찰을 이어 받아 이
해의 역사성을 철저히 규명한다. 인간의 이해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 경우 역사란 이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갖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우리의 선입견을 형성하는 전통으로 표현된
다. Heidegger에게 있어 과거의 나-현재의 나-미래의 나는 결코 분절
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시간적으로 연결된 존재였다. 결
국,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주관적 행위로만 생각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가 부단히 그 속에서 매개되
는 전통의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놓는 일인 것이다(손승남, 2001,
p.345 ; Gadamer, 1975a,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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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선입견이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흔
히 선입견은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Gadamer(1975a)는 선입견
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모든 종류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합
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계몽주의의 유산이라고 본다. 모든 선입견을 배
제하고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몽주의
의 잔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계몽주의의 이런 생각은 성공하기 힘들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장 객관적인 형태의 학문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조차 일정한 패러다임
및 연구 전통 아래에서 수행된다고 믿고 있다(Kuhn, 1970). 이처럼 우
리의 “이해는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이해방식은 철저하
게 과거에 의해 제약 된다” (Warnke, 1987, p.19). Gadamer가 보기에
지식의 역사적 특성을 배제하고 역사성과 무관한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
는 허황된 것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지평
에 바탕”(Bernstein, 1983, p.271)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세계 내
존재로 기투 되어 있기 때문이다(Heidegger, 1962).
Gadamer(1975a)는 지평을 “특정 지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야의
영역”으로 정의했다(p.320). 지표면의 특정한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
면, 우리는 결코 전체로서의 세상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
평선 너머에 있는 대상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평의 크기에 따라 우
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생기므로, 선입견, 곧 지평은 우리의 이해의 방
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평은 우
리가 서 있는 특정한 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한
다.
하지만 지평은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Gadamer(1975a)는 지평이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지평을 획득한다는 것은 닫힌 곳의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
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이고 참된 관점에서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305).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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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결국 선이해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위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Gadamer와 같은 해석학자
들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주관적 관심을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손승남, 2001, p.32).
물론 역사성에 의한 제약을 받는 이런 지평은 Descartes가 주장했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점, 확고한 인식의 출발점인
Archimedes의 점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 및 지평을 기반으로,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통해 우리
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이해는 나와 다른
지평에 대한 인식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낯선 지평을 통한 나 자
신의 반성 및 나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있다. 이를 통해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참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낯
선 함축적 의미들과 직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들과
우리 자신의 이성 개념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방향으
로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Warnke, 1987, p.290).
결국 우리는 Descartes 식으로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여 우리 지평의
역사성을 뛰어 넘는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석학적
이해를 통해 Hegel 식의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Gadamer와 Hegel은 모두 변증법적 방법을 통한 진리에의 추구를 말하
였지만, Gadamer와 Hegel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Gadamer가 Hegel
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절대 진리를 상정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Warnke, 1987, p.290). Gadamer에게 이해란 “타자들과의 의견일치를
이룸에 있어 우리의 선입견이나 가정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며, 또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보다 확대, 심화시킬
것인가를 배울 수”(Warnke, 1987, p.20) 있는, 낯선 지평과의 만남을
통한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었다. 인간이 갖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
리는 결코 궁극적인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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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학적 순환
해석학에서는 인간의 이해의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으로 잘 설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석학적 순환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Schleiermacher였다. Schleiermacher는 우리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해
하고자 할 때,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주목했다. 우리가 하나
의 단어를 이해할 때는 그 단어를 전체 문장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맥
락에 따라서 이해 해야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와 ‘너의 눈은 참 예쁘다’와 같은 두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모두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만
앞의 ‘눈’과 뒤의 ‘눈’은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그 뜻이 상이하다.
이처럼 우리는 전체 문장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체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단어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앞에서 예로 든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와 같은 문장에서 ‘눈’이라
는 한 단어만 빠져도 우리는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지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문장과 단어, 전체와 부분은 서로에게 의
미를 부여한다. 결국 이해는 부분과 전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하
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해석학에서는 이를 해석
학적 순환이라고 부른다(Palmer, 1969, p.148).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는
전체가 부분으로부터 이해되며, 또 그와는 반대로 부분이 전체로부터 이
해된다는 원리이다(손승남, 2001, p.27).
Dilthey도 Schleiermacher와 마찬가지로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의 해석학적 순환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Schleiermacher의 부분
과 전체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여 동일한 관계가 인간의 삶의 부분과 전
체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매순간 체험하게 되는 하나
의 ‘사건’은 이미 그 때까지 구성된 우리 삶의 전체에 의해 이해되고 있
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의 사건이 우
리 전체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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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던 것은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과거에는 중요치 않던 경험이 의
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전체 삶의 구조와 하나의
개별 사건이나 체험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Palmer, 1969, p.197). 이처럼 Schleiermacher와 Dilthey는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를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Heidegger와 Gadamer는 해석학적 순환의 시간성에 주목했다.
해석학적 순환에 시간성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 우리는 선이해와 새로운
이해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선이해는 이해
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이해의 출발점이다. 선이해를 출발점으로 해석학
적 순환을 통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그 새로운 이해는 또
다른 새로운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에게 낯선 사실이 이해되
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친숙한 선이해가 되고, 이 친숙해진 이해
를 바탕으로 또 다시 낯선 이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와 같이 선이해와 낯선 이해 사이의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 갈 수 있다. ‘익숙함’
과 ‘차이’를 넘나들고,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
이다.
이런 종류의 해석학적 순환에서 우리의 선이해는 배제해야 할 것이 아
니라 낯선 사고와의 참된 대화를 이끌기 위해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할
대상이 된다(Grondin, 2009, p.216). 여기서는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확실한 인식의 출발점은 없다. 대신 선이해를 이해의 출발점
으로 하여 우리의 이해가 점점 나선형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순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반복성과 닫혀 있는 구조
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해석학적 이해의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해석학적 순환은 본
질적으로 보다 깊은 이해를 향한 열려있는 과정이다.
이해의 역사성에서 고찰한 것처럼 어떤 선이해도 역사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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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역사성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선이해가
새로운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과연 누구의 선
이해가 ‘진리’로 가는 출발점이며, 또 선이해 자체가 잘못되거나 왜곡되
어 있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
다. 여기서 우리는 Heidegger와 Gadamer가 우리의 선이해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의 선입견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태 자체로’
의 구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자의 주관에
만 의지하여 이해자 마음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태 자체’
가 말하는 것의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Bernstein,
1983, p.264).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선을 ‘사태 자
체’에 둔 채, ‘나’의 목소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맹목적으로 모든 진리가 ‘사태’에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사태’와 ‘나’의 선입견 간의 변증법적 과
정을 주목한다. “우리의 앞선 구조와 ‘사태 자체’의 놀이를 통해 우리에
게 전승된 것의 ‘새로움’에 우리 자신을 열어 둠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와 진리에 대해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드는 선
입견 및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입견을 인식할 수
있게”(Bernstein, 1983, p.263) 된다는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이해에서는 이해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나 전진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학에서 추구하는 이해는 사물이나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 보다는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나 영구적으로 고
정된 이해는 없다.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 및 재해석, 재이해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선입견이 보다 분명해지고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이해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우리는 이해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손승남, 2001, p.30). 결국 해석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해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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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영속적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허숙,
1997, p.349).
3) 지평의 융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해’로의 도상에 있으며 그것은 영속적
으로 열려 있는 과정이다. Gadamer는 지평의 융합의 개념을 주목하면서
본질적으로 진정한 이해는 지평 융합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설명한
다(Gadamer, 1975a). Gadamer에 따르면 지평의 융합은 “해석학적 경험
의 범형인데, 이것에 의해 우리는 오래된 것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새로
운 지평을 획득하고, 이것은 보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되도
록 한다”(정은해, 2006, p.152). 지평의 융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견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나
의 닫혀진 지평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
리가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지평 융합을 통해
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형태의 삶과 지평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동
시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Bernstein, 1983, p.271). 타
자를 통해서, 새롭고 낯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평을 풍부
히 할 수 있다.
Gadamer는 지평 융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나’, ‘너’의 관계에 대한 세 유형을 제시하며
이해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적 세
계에서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선입견은 무시하
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대화자의 지평은 고립된 상태로 존재
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너’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지만 ‘너’에 대
한 이해는 여전히 자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지평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나’가 ‘너’의 지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 즉 지평의 만남은 이루어진 단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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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Gadamer는 영향력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
계에서 ‘나’는 자신의 선입견은 물론 ‘너’의 선입견도 의식하며, ‘나’는 자
신을 열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
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Gadamer는 ‘나’, ‘너’의
최종적인 세 번째 단계가 실행된 상태가 지평이 융합된 상태라고 보았다
(오만석, 1997).
여기서 Gadamer가 ‘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평의 융합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의 지평만 있다거나 너
의 지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평이 너의 지평과 함께 존재한다.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의 지평선 너머의 사물들이 너
의 지평에서는 보일 수 있다. 나의 지평과 너의 지평이 성공적으로 융합
된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먼 지점까지 볼 수 있
게 된다. 이처럼 이전에 볼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지평이 넓어진 상태를 지평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한편, Gadamer는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개
방성’에 주목했다. 새로운 이해란 언제나 해석자와 텍스트, 과거와 현재,
이해자와 피이해자, 그리고 나와 전통간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양자
가 갖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선입견, 즉 이해의 지평선들이 만나 용해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허숙, 1997, p.348). 나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이 만
날 때 나의 지평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자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기꺼이 나의 지평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성이다. 타자에 대
한 개방성은 비록 어느 누구가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 할지라도, 내게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수락할 수 있음을 인식
하는 것이다(최명선, 2005, p.76; Gadamer, 1975a, p.324). 낯선 것과
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부단히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해
나가는, 낯선 것과 친숙한 것과의 변증법적 과정이 바로 이해의 과정인
것이다(손승남, 2001, p.40). 이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가진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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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허숙, 1997, p.349).
그러므로 타자의 지평과의 융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이
다. 대화는 우리에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삶의
방식의 한 전형이다(최명선, 2005, p.86). Gadamer에게 있어서 대화는
완결된 최종적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Gadamer에게 있어서 대화는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이해로 열려져 있다(최명선, 2005, p.90).

1.2. 해석학의 철학적 관점
이 절에서는 해석학의 철학적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어떤
철학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했는지 밝혔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해석학과 다른 철학적 관점들을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해석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화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선 현대에 많이 논의되
고 있는 패러다임들 속에서 해석학을 살펴보고, 이후 객관주의와 상대주
의 사이를 선회하고 있는 서양 철학에서 해석학의 위치와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
는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철학 중 하나인 구성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해
석학이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이처럼 이 절에서는
해석학을 현대의 패러다임, 서양 철학, 교육 철학 등과의 중층적인 비교
를 통해 고찰하였다.
1) 현대의 패러다임들과 해석학
Kuhn(1970)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자들의 활동에 대
한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철학적 가치를 흔히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Ku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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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패러다임’을 개념,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로 정
의하였다. Kuhn은 과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과학자
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과학 활동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자신이 어떤 패러
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념, 사고, 관념, 가치관등이 달라지고, 이
에 따라 각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uhn
은 패러다임들 간에는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 있어서 서
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 간에는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외국어로
얘기하듯이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패러다임들의 공약불가능성은 그들의 대조적인 존재론(실재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식론(어떤 종류의 정당화된 지식이 생산될 수 있는가?),
방법론(우리는 어떻게 정당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서 기인한다
(Taylor et al., 2010). 여러 패러다임들이 서로 다른 존재론과 인식론,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간의 소통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이처럼 공약불가능성을 지닌 많은 패러다임들이 존재하며, 그
들을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관
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 논문에
서의 관심을 바탕으로 곽영순(2009)의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곽영순
은 Taylor et al.가 지적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따라서 현대의 패
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해석주의, 비판이론 등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곽영순, 200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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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세 가지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
항목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해석주의

소박한 실재론: (확 상대주의:
존재론 률적으로) 이해 가 인,
능한 실재

인식론

이원론,

국지적

특정한,

공동

구성된 실재들

객관주의,

참된 결과
실험적, 조작적, 가

방법론 설의 검증과 반증,
주로 양적 방법

비판이론 등
역사적 실재론: 사
회적, 문화적 가치
들에 의해 형성된
가상적 실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구

체화 됨
상호작용적, 주관주 상호작용적, 주관주
의자,

공동으로 의, 가치가

생산한 결과
해석적/변증법적
Interpretivism

매개

된 결과
대화적/변증법적
Criticalism
Postmodernism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실증주의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으로 발달해왔다. 실증주의는 형이상학적 사변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
험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에서는 객관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가설 검증법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실증주의의 전통은 일명 ‘과학적 방
법’을 통한 이론의 예측력에 힘입어 인문학 분야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
었다. 하지만 객관주의의 경향을 띄고 있던 실증주의는 우리의 주관과
완전히 무관한 객관적인 실재를 상정하려는 이원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철학적 고찰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즉, 우리가 경험적으로 완전하
며, 주관과는 무관하다고 믿었던 관찰이, 사실은 우리의 주관, 즉 이론에
의존한다는 것과,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사실이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인식자체가 우리 자신이 처해있는 역사성, 상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곽영순, 2009). 실증주의는 또한
실재에 대한 물질적 과학관을 재생산하여,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소양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Taylo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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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성주의 및 해석주의의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주체와 완전히
분리된, 객관적 실재로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실증주의에 반대한다. 이들
은 인간의 지식이 항상 맥락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체에서 벗
어난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 신념, 가치등의 맥락
에 기초한 이해를 추구한다. 이 입장에서는 실증주의에서처럼 연구 대상
과 연구 주체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이입을 통해 연구 대
상과 연구 주체의 적극적인 일체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이 패러다임
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의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객관적인 타당도 대
신, 공감적 타당도를 좋은 연구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연구물을 읽는
독자가 연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연구결과에 얼마나 신뢰
(trustworthiness)가 가고, 연구자의 태도로부터 진정성(authenticity)을
느낄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연구물의 타당도를 평가한다(Taylor et al.,
2010).
마지막으로 비판이론에서는 권력(power)이 어떻게 표준화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비판이론의 주요한
특징은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이나 기후 변화
같은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실천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려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비판이론 연구자들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차
별이나 불평등을 가져 오는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모
든 학생들이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학생들이 과학 기
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기후, 유전자 조작 식품, 인간복제)에
대해 윤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Taylor et al.,
2010).
여기에서 소개한 패러다임들 외에도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
상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며, 각각의 패러다임에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는 파악할 수 없는 ‘지평’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Taylor et al.(2010)은
실재에 대한 좁은 물질적 과학 관점을 벗어나,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된
실재에 대한 복합적인 패러다임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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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Ⅱ-1에서 곽영순은 현대의 패러다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
누고, 해석학을 크게 구성주의-해석주의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
행했지만, 이는 본 논문에서 해석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곽영순은 해석주의와 비판이론을 구분하며 비판이론은 존재론
적으로 역사적 실재론의 경향을 띈다고 보았는데, 해석학도 비판이론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실재론의 경향이 강하다.
또한 비판이론이 방법론적으로 대화적, 변증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는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의 주요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해석학이 ‘실천’을 강조한다는 사실도 비판이론과 공유하는 부분이다. 따
라서 존재론, 방법론적으로 해석학과 비판이론을 나누는 것은 다소 모호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곽영순은 구성주의와 해석주의를 하나로 묶고,
구성주의와 해석주의가 모두 상대주의적인 존재론적 특징을 가진다고 보
았지만, 연구자는 구성주의는 다분히 상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해석학은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다
(Bernstein, 1983). 해석학과 구성주의의 구분은 “3) 해석학과 구성주
의”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2)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해석학
① 서양철학의 사유의 흐름: 객관적 실재에서 인식 주체로
서양 철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상가에 의해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본 논문에서의 관심을 중심으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실재에서 인식 주체로 사유의 전환이 일어
난 흐름만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해석학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철학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도 우리에게 미친 영
향이 지대한 Plato과 Aristotle에 대해서만 살펴 보자. Plato과 Aristotle
는 개체의 본질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Plato은 개체의 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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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초월하여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 Aristotle는 개
체의 본질은 개체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강신주,
2010). 두 철학자가 개체의 본질에 있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 인식 주체를 벗어난 본질, 즉 객관적 실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둘 모두는 결국 객관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
다.
중세의 인간에게 확실한 토대를 제공해주던 ‘신’으로부터 벗어나, 근대
에는 르네상스 운동의 일환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의 빛에 도
달하려는 철학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 특히,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
리는 Descartes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확실한 지점으로부터
사유를 전개해서 절대 진리에 도달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그는
자신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본 ‘방법론적 회의’의 방법을
통해 아무리 거듭 의심해서 의심할 수 없는 점, 즉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를 의심하고 있는 인식 주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Descartes가 추구한 모든 생각 및 인식의 기초가 되는 확실한 지점을,
튼튼한

지레와

받침점을

주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Archimedes의 말을 빌려 Archimedes의 점이라고 한다. 결국 Descartes
이후 근대 철학의 당면 과제는 인식 주체의 존재라는 Archimedes의 확
고한 점으로부터, 인식 주체가 어떻게 인식 주체 외부의 객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Descartes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철학이었다는 점에서
흔히 합리론으로 분류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Locke, Berkeley, Hume등의 철학자에 의해 경험론
이 발달하였다. 이들은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
으며, 진리는 오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만을 사용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Ladyman, 2002, p.261). 과학자
들의 활동이란 결국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경험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부
터 출발하므로, 과학의 인식론은 이와 같은 경험론의 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험론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귀납법을

- 38 -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관찰한 모든 까마귀들이 검정색을 띈다면, 까
마귀는 검정색이라는 하나의 일반화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
만 귀납법에 의하여 일반화된 결과는 단 하나의 반증 사례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거짓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Ladyman, 2002).
Kant는 능동적인 오성을 중요시하는 합리론과 수동적인 감각경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을 종합하여 감각과 오성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데
있어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했다. 또한 Kant는 이 두 사상을 넘어서
서 일명 철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루어 냈다. 즉, 고
대 그리스의 Plato에서부터 중세 시대의 철학 및 근대의 합리론, 경험론
의 관심은 모두 인식 주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에
있었다면, Kant에 이르러 이 관심이 ‘인식 주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강신주, 2010). Kant는 사물 자체와 현상의 구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뿐이며, 감각을 초월해 존재하는
사물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진경, 1994). Kant의 주장
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상이 인식을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강신주, 2010, p.167). 하지만 Kant는 여전히 ‘물자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인식 주체와 독립적으로 객관적 실재가 존재한다는, 형이
상학적 실재론에 동의하고 있다(Ladyman, 2002, p.269). 또한 그는 ‘시
간’과 ‘공간’ 같은 모든 인식 주체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선험적 범주’
의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실재를 도입
했다고 할 수도 있다. Kant가 설정한 선험적 범주인 시간과 공간도 인식
주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선
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있다(이진경, 1994).
근대 철학에서 Descartes는 ‘주체’를 인식을 위한 확고한 Archimedes
적 지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진리 추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근대 철학
에서 ‘주체’는 이미 완성된 존재이고, 근대 철학에서의 주체에 대한 관심
은 ‘객관적 실재’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근대
철학에서 철학자들의 시선은 ‘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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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Kant는 철학의 관심을 ‘객관적 실재’에서 ‘인식 주체’로
극적으로 전환하였다. ‘객관적 실재’에 관심을 둔 근대 철학과 달리 ‘인
식 주체’에 관심을 둔 탈근대 철학에서는 더 이상 Descartes가 주장한
‘주체’가 인식을 위한 확고한 Archimedes적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탈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진리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주변 구조와 환경
에 의해 구성되는 결과물로 간주된다(이진경, 1994). 그리고 진리도 인
간의 인식이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
는 어떤 것으로 생각된다(이진경, 1994). 이처럼 주체를 하나의 결과물
로 간주하고, 주체를 결정하는 주변의 구조 및 환경에 대해서 사유하려
는 철학을 ‘구조주의’라고 부른다. “탈근대적 문제 설정들에서 지식은 주
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으로 정의되며, 지식은 그게 참이
든 거짓이든 간에 그게 야기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통해 사고”된다(이
진경, 1994, p.310).
② 해석학의 존재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서양 철학의 사유의 흐름은 이처럼 객관적 실재에서 인식 주체로 극적
인 방향 전환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인식 주체를 결과물로 사유하려는
구조주의는 상대주의의 경향을 띌 수밖에 없었다. 인식 주체가 주변 환
경에 의해 구성되는 맥락성을 지니는 존재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진리란 결국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Kant의 철
학적 전회는 객관적 실재를 강조하는 객관주의에서 인식 주체를 강조하
는 상대주의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었지만,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끝나지 않는 논쟁을 야기하고 말았다.
Bernstein(1983)은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적 논점의 공통점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에 있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그는 Heidegger와 Gadamer에 의해 정립된 철학적 해석학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Bernstein(1983)은 자신이 논의하려는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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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의한 후 논의를 진행한다.

‘객관주의’란 합리성이나 인식, 진리, 실재, 선, 옳음 등의 본성을 결
정하는 데 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영원하고 초역사적인 어떤 기
반이나 구조틀이 존재하며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확신을 의미한
다. 객관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기반이 존재하기에 (혹은 존
재해야만 하기에) 철학의 과제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며, 가장 강력한 논거를 동원하여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기반
을 변호하는 것이다. 객관주의는 기초주의와 Archimedes적인 점에
대한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객관주의자들은 철학, 지식,
언어를 엄밀하게 근거지울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p.25)
가장 극단적인 형식의 상대주의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확신은 이
제껏 철학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개념들을 검토할
경우 - 합리성, 진리, 실재, 옳음, 선, 규범들이건 간에 - 결국 그
개념들 모두 특수한 개념적 도식이나 이론적인 구조틀, 패러다임, 삶
의 양식, 사회,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대주의자는 환원불가능한 다
수의 그런 개념 도식들이 존재한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결정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전한다. 상대주의자의 경우, 서로 경쟁하는 대안적인 패러
다임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합리적으로 판결하고 통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대 구조 틀이나 단일한 메타언어란 존재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합리성의 기준이나 표준 같은 기초적인 논쟁점을
살펴보면, 결국 합리성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거나 ‘그들의’
기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 기
준들은 ‘철저하게 불가공약적인’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말로 보
편적이고 따라서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변화와 무관한 기준어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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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합리성 기준’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을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pp.25~26)
상대주의가 객관주의에 가하는 비판의 핵심은 역사성을 초월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주의자들은 인식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역사적 영향을 받지 않는 진리란 형이상학적 환상에 지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없고, 모든 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
는 Nietzsche의 보편적인 관점주의 이후 어떤 지식도 우리의 맥락을 벗
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Grondin, 2009).
해석학에서도 Heidegger(1977)가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라는 현존재
의 시간성을 통찰한 이후, 인간의 역사성, 맥락성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Heidegger가 보기에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는 관념은 자신의 시간성에 대한 억압 또는 망각에서 발원한다. 객관주
의에서 주장하는 무시간적이고 최종적인 기초라는 이념은 자신의 시간성
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에서 생긴다는 것이다(Grondin, 2009, p.233).
반면, 객관주의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상대주의의 핵심 주장인
‘모든 것이 역사적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한다. 객관주의자
들은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모든 것이 역사적 제약을 받고
상대적이라는 상대주의자들 자신의 주장도 역시 보편타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이 역사적 제약을 받고, 영원히 참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주의자들 자신의 주장, ‘즉 모든 것이 역사적 제약을 받고
보편타당 하지는 않다는 주장’ 역시 참된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객관주의자들의 전략은 이처럼 상대주의자들의 자기모순을 지적함으
로써, 역사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 가능성을 다시 주
장하는데 있다.
여기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은 철저히 이분법적이다. 객관주의
에 따르면 우리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가 ‘있고’, 상대
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초월한 진리는 존재할 수 ‘없
다.’ 시간성과 역사성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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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
Grondin(2009)은 Heidegger와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이 객관주의
와 상대주의 진영 모두에게 비판을 가한다고 보았다. 해석학에서는 이해
의 역사성을 도입하여 무시간적인 진리를 요구하는 객관주의의 주장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보였다. 해석학에서는 우리 고유의 맥락
성, 역사성을 객관주의에서처럼 이성과, 진리를 파악하려는 이성의 요구
에 대한 한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긍정
적인 조건으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Grondin, 2009, p.297).
한편, 상대주의에서의 진리는 모든 개개인의 인식에 있기 때문에 그들
은 모든 인식이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상대주의에서의 이 같은 인식은
극도의 허무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해석학에서는 객관주
의의 인식론을 비판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상대주의적 체
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해석학에서는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환
과 드러남으로써의 진리관(Aletheia)을 통해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한계
를 극복한다.
옥수수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Barbara McClintock의 이야
기는 인식론에서 존재론의 전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Keller는 McClintock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서 McClintock이 다른 동료 학자보다 유전학의 신비를 더 깊
이 볼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McClintock은 이렇게 말했다.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물질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
을 이해하려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도
록 하는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기체에 대한 느낌을 갖
고 있어야 합니다” (Keller, 1985, p.12).
일반적인 과학자가 옥수수 연구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추
정하면서, 이를 McClintock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인식론에서 존재론의
전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과학자는 옥수수 연구를
하면서 옥수수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옥수수가 자
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 43 -

다. 대신 연구를 하는 ‘주체’인 과학자가, 어떻게 하면 ‘연구 대상’인 옥
수수의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McClintock의 대답 중 ‘그 물질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이라던지, ‘그것이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개방성’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특히 흥
미롭다. 이는 기존의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론의 문제를 벗어나,
연구자가 연구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연구 대상의 존재에 대해 민감
성을 가지는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Heidegger는 ‘현상’에 대한 언어 분석과, 존재와 존재자와의 관
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진리의 드러남(Aletheia)’이라는 그의 진리관을
잘 드러낸다. 그는 ‘현상’의 그리스 어원인 파이노메논에 대한 언어 분석
을 통해 그것의 어원에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주는 것’,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Heidegger, 1977, p.49). 그의 견
해에 따르면 ‘현상’이란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Heidegger는 현상이 우리 의식 밖의 존재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따지
는 진리대응설의 진리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미 세계-내-존재
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 밖의 세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세상에 기투 되어(내던져져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전의 상태로 현상을 체험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박순영, 1993).
이처럼 해석학에서의 진리관은 진리가 ‘사태 자체에’, 혹은 ‘존재 자체
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벗어난다. 해석학에서는
모든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상대주의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
을 분명히 한다. “존재는 역사적 반영들의 무한성 속에서 자신을 다양화
하나, 그럼에도 하나”이기 때문이며(정해신, 2006, p.164), 존재가 다양
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임의적인 것의 드러남
이 아닌, 그 존재의 드러남이기 때문이다. 존재는 인식 주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존재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자연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자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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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과학자들의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구속 조건이다.
한편, 진리가 ‘사태 자체에’ 있다는 주장이 객관주의의 인식론으로 연
결되는 것도 아니다. 객관주의의 인식론에서 존재는 항상 우리에게 자신
의 변함없는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해석학에서 존재는 우리에게
“그 때 그 때 변경된 조건들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달리 드러내기” 때문
이다(Bernstein, 1983, p.237). 객관주의의 인식론에서 존재는 우리의
인식에 의존하는, 우리가 알아내고 밝혀내야 할 사물에 불과하지만, 해
석학에서 존재는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대화의 상대이다. 그것은 우리
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해의 과정 속에
서만 죽어 버린 의미의 흔적이 살아 있는 의미로 다시 변형된다”
(Bernstein, 1983, p.238). 의미는 이해의 사건 속에서, 해석자와 존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생성된다.
③ 언어와 해석학의 존재론
Heidegger가 시도한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환은 그의 ‘언어’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Heidegger 이전의 철학에서는 인
간이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써, 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언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Heidegger 이후에는 언어 그 자체의 존재론
적 특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Heidegger에 있어 언어는 세계-내
-존재인 인간의 존재방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최명선, 2005,
p.79). 존재는 언어에 의해 표현되고 수행되며, 언어가 없으면 존재도
없다(Palmer, 1969). 언어는 세계-내-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
내 보여주는 ‘존재의 집’이다(이선일, 2005, p.33).
Heidegger의 제자인 Gadamer도 언어의 중요성 역설한다. Gadamer에
게 언어란 인간이 소유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
아가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존재방식”이었다(오만석, 1997, p.347).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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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적 관점에서 해석학의 과제는 언어를 정확하게 통달하는 데 있는 것
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여 드러나는 세계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있
다(오만석, 1997, p.169). 여기서 해석학은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양
식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최명선, 2005, p.78).
Gadamer는 언어가 존재의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말해진 것이 말해지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언어의 사변
적 구조(speculative structure)에 주목하였다(Gadamer, 1975a, p.426).
언어의 사변적 속성은 “언어가 언제나 자신이 말하는 것 이상을 반영”하
며 말해진 것은 말해지지 않은 것도 또한 포함한다는 사실에 있다(정은
해, 2006, p.162). 우리는 말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지식의 두 가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Polanyi는 우
리에게는 명시적으로 밝혀 낼 수 있는 지식의 차원 이외에도 암묵적 지
식(tacit knowledge)의 차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말
해지지 않은 영역’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Polanyi, 1962).
김만희(2003)는 우리의 지식이 암묵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Polanyi의 논
의를 통해 ‘열정’과 같이 말로 전해질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 교육에 있
어서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말해진 것이 전면에 나타난 것이라면, 말해지지 않은 것은 전
적인 무가 아니라 말해진 것과 함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최명선, 2005, p.79). 이렇게 볼 때 해석학의 주요 과제는
표현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존재 전체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겉으로 표현된
언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숨어 있는 진의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석학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손
승남, 2001, p.40).
Grondin은 Gadamer와의 대화를 통해 해석학의 독특한 존재론이 “사람
들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Grondin, 2009, p.11). 그는 “표현된 말은 언제나 말해져야 하는 것, 즉
내적 언어에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말해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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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해진 것의 배후에 잠복하고 있는 내적 언어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라고 주장했다(Grondin, 2009, p.12). 사람들이 결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 언어를 향한 사람들의 대화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 되
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언어의 사변적 구조에
대한 Gadamer의 생각은 ‘진리의 드러남(Aletheia)’의 진리관과 연결된
다. “존재는 말들의 빛 속에서 그 자신을 제시”하므로 Gadamer에게 언
어는 존재의 은폐된 부분을 열어 젖혀 보여주는, ‘진리의 빛’이었다고 할
수 있다(정은해, 2006, p.167).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의한 언어의 한계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존재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기 위해 노력
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3) 해석학과 구성주의
앞서 살펴본 다양한 패러다임 및 철학적 입장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의 패러다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교육연구의 패러
다임은 크게 실증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양적 연구와, 실증주의 이후의
해석주의 및 비판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질적 연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양적 연구에서는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을 따라 연구 과정에서 연구
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연구자의 주관을 벗어난 객
관적인 실재를 추구한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해석주의 및 비판주의
의 전통을 따라 연구자의 주관을 벗어난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조용환(1999)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에 대해 두 연구
방법이 패러다임의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으며, 한 연구 방법에서 다른
연구 방법으로의 전환은 마치 종교에서 개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패러다임의 전통은 상이한 연구의 실천을 낳는
다.
철학의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자신에게 닥
친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부터 교육 현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교
육 연구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과학 교육의 여러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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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
라 그가 상이한 가치관들의 딜레마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
며, 교육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연구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Wallace와 Louden(2002)은 교사들이 실제 가르치는 상황에서 경험하
는 딜레마 사례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평을 엮어 ‘Dilemmas of
science teaching’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2장에 소개된 사례에
서 Geelan이라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뉴턴의 제 1법칙을 가르치는 과정
에서 딜레마를 경험한다. 그는 자신의 사례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더 잘
부합하는 Aristotle의 이론을 가르칠 것인지, 뉴턴의 이론을 가르칠 것인
지 갈등하면서 극단적으로 Aristotle의 이론을 가르치는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한편 같은 책의 3장에서 Barry는 학생들에게 전기회로를 가르치
면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학생들 자신의 지식 및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현재의 과학에서의 설명을 어
느 정도까지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딜레마를 겪는다. Geelan과 Barry의
딜레마는 결국 과학을 완전한 지식으로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객관주
의와, 학생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구성주의 사이에서 교사가 겪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딜레마 사례들은 교사가 실제 가르침의 현장에서 두 철학적 가치관
이 갈등을 겪을 때,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Geelan과 Barry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가치관 사이
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극복이 그들의 딜레마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Geelan과 Barry와 마찬가지로, 교
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여러 철학적 가치들의 갈등 상황에서, 때로
는 철학의 부재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해석학을 현대의
교육에 큰 영향을 준 구성주의와 비교하여 해석학이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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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와 관련된 담론도 방대하다(Boudourides, 1998). 그리고 구성주의 내에
서도 각각의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이 다르며 그 범위가 넓어 구성주의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성
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철학에 대해 살
펴본 후,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분류와, 각각의 구성주의의 특징, 그리고
교육에서 구성주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객관주의는 인식 주체와 독립적인 실재를 상정하고, 진리는 인식주체
의 지식과 인식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진리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을 지지하
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모든 종류의 구성주의는 공통적으로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의 인식 주체와 독립된 객관적 실재를 상정하는 객관주의의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Von Glasersfeld, 1984). 구성주의자들은 기본적
으로 우리의 인식과 신념이 우리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
며(Boudourides, 1998), 주체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Von Glasersfeld, 1984). Jonassen(1991)은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에 대해 표 Ⅱ-2와 같이 정리하였다(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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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실재

마음

객관주의
주체 외부에 존재

구성주의
주체에 의해 결정

독립체, 물질의 특징에 의해 결정

인간의 정신활동에 관계됨

되는 구조

마음의 생산물

모형화 할 수 있는 구조
기호의 처리

경험에 의존하는 구조
기호의 생성

자연의 거울

자연의 인식, 해석자

실재를 구성하기 위한 개념적 체계
기호를 다루기 위한 추상적 기계
신체와 분리, 인간의 경험과 독립 신체화, 인간의 경험과 함께 성장

생각

의미

기호

적으로 존재

인식과 구성에 의존

외적 실재의 조정을 받음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

외적 실재를 반영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함

추상적 기호를 다룸

실재를 반영하는 것 이상임

실재에 대한 거울과 같은 것

전체적인(Gestalt) 특성

원자적인, 개개로 분해할 수 있는

개념체계의 생태적 구조에 의존

알고리듬의, 분류의

인지 모형을 만듬

기계가 하는 것
세계의 특성과 분류에 의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님

어떤 유기체의 이해와도 독립적

이해에 의존

주체 외부에 존재
실재를 반영

주체에 의해 결정
실재를 구성하는 도구

외부 실재의 내적 표상

내적 실재의 표상

표 Ⅱ-2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객관주의의 인식
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같은 구성주의의 이름 아래서
도 다양한 입장의 구성주의가 존재한다. Matthews(1994)는 구성주의를
크게 교육학적 구성주의(educational constructivism) 혹은 심리학적 구
성주의(psychological constructivism)와 사회학적 구성주의(sociological
constructivism)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심리학적 구성주의는 일반적으로
Piaget의 개인적 구성주의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Piaget와 Vygotsky의 구성주의를 통틀어 교육학적
구성주의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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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구조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Piaget와
Vygotsky는 모두 개인의 인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해 가는지 그 심
리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반면, 사회학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과학도 예술이나
문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구성해 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Matthews, 1994). 이들의 관심은 개인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있기 보다는, 과학적 지식이 어떤 사회적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지에 있다. 이것이 교육학적 구성주의와 사회학적 구성주의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구성주의는 Matthews가 앞서 구분한 교육학적 구성주의와 사회학적
구성주의 외에도, 철학적 구성주의(philosophical constructivism)와 인공
지능적 구성주의(cybernetics constructivism)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Boudourides, 1998).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객관주의
및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행동주의의 교육 사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
두된, Piaget와 Vygotsky의 교육학적 구성주의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
고자 한다.
Piaget의 이론은 생물학적 기원에 입각해서 지식을 개체 발생적 발달
과정으로 다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허형, 1987). 즉, 개체의 신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발달해가듯, 인간의 인지 구조도 점차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그는 객관적 실재에서 주체 내부로의 코페르니쿠
스적 전회를 이룬 Kant의 영향을 받아, 인식에 있어 개인, 특히 아동의
내적인 인지적 발달 과정에 주목했다. Piaget는 지식의 형성 과정을 개
인이 그 주변 환경과 함께 동화와 조절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Von Glasersfeld, 1984). 즉, 주체가 객체인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체와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물이 주
체에 맞게 재구성(조절)되기도 하고, 주체가 자신의 스키마를 재구성(동
화)하기도 하면서 주체와 객체가 서로 평형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이다. Piaget는 인지의 발달 과정에서 인지갈등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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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교육학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인지갈등과
그에 의한 평형화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과정
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김익균 등, 2002). 그리고
지식 형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찰하
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김판수 등, 2000).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의 부족으로 인해 Piaget의 이론은 민족별로, 또는 문화적으로 다르
게 나타나는 발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Piaget의 단점으로 인해, Piaget와 동시대에 발달했으나, 거의 알려지
지 않았던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이론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Piaget가 인지 발달을 개체 발생적으로 설명하는데
비해 Vygotsky는 인지 발달을 사회 발생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사회 문
화적으로 형성된 도구 및 신호체계들(언어, 쓰기, 수 체계등)의 내면화
가 개인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Vygotsky,
1978). Vygotsky는 학습을 개인간 정신 기능이 개인내 정신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이 개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았다(Vygotsky,
1987).
여기서 Vygotsky는 사회적 기능이 개인적 기능으로 투명하게 전이되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보처리이론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개인의
내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한 이 정보가 단순히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로 가면서 변형된다고 생각한다. 이
와 마찬가지로 Vygotsky도 말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말로 바뀌는 과
정에서의 이런 변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생각이 말로 전이되는 과정은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다시 말로 재구
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다. 이것이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이다. 생각이 말로 가는 경로는 의미를 통해서 가능하다. 생각에
서 말로의 직접적인 전이는 불가능하다. (Vygotsky, 1987, p.281)
실재는 우리의 지각에 반영된 것과는 다르게 생각으로 전이된다.
(Vygotsky, 1987,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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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gotsky는 개인의 고등 정신 기능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언어라 생각하고 언어의 역할에 특히 주목하였다(Vygotsky,
1987). 언어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개인의
인지 구성 단계에서 언어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ygotsky는 언어와 사고는 서로 변증법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받
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즉, Vygotsky는 말의 구조가 생각의
기본적 구조가 된다고 보았으며 생각의 발달은 말의 발달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Vygotsky는 결국 생각이 말이고, 말이 곧 생각이며, 언어적 실
천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또한 생각은 언어적 실천에 영향을 주는 생각
과 말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Vygotsky,
1987).
Piaget와 Vygotsky의 구성주의는 모두 인식 주체에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실재를 부정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인지 구조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개인적 구성주의에서는 인식 주체
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통한 지식 형성 과
정에 주목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
된 도구 및 상징의 내면화 과정 및 개인과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
목한다는 차이점도 있다(김판수 등, 2000).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와 실증
주의의 영향을 받은 행동주의적 교육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표 Ⅱ-3은 행동주의적 교육관에 의한 전통적
인 학습환경과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의한 새로운 학습환경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김판수 등, 200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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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전통적인 학습환경과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의 차이점
전통적인 학습환경
• 기본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 과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 큰 개념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으로서 부분적인 것을 먼저 제시

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제시한 뒤

한 뒤 전체적인 것을 제시한다.
• 고정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엄격하

부분적인 것을 제시한다.
• 학생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에

게 지키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높은 가치를 둔다.
• 교육 과정 활동은 기초적인 자료의

• 교육 과정 활동은 교과서나 학습장
에 따라 달라진다.
• 학생들을 교사들이 정보를 그려넣
어 주어야 하는 ‘백지’로 여긴다.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며,
교훈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원천이나 직접 다루려는 자료에 따
라 달라진다.
• 학생들을 세계에 대한 이론을 만들
어 내는 사고가라고 여긴다.
•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환경을
중재해 주면서, 상호작용적인 방식
으로 행동한다.
• 교사들은 이후의 수업에서 사용하

•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확인하

게 되는 개념을 학생들이 어떻게

기 위해 정확한 대답을 원한다.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는 교수
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거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한
다.

학생들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는 교수
와 함께 이루어지며, 수업 중의 학
생 관찰, 학생들의 작품이나 포트
폴리오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구성
하여 공부한다.

이처럼 구성주의는 개인의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 거
기에 맞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육에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구성주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특히 객관주의적
사조가 강한 과학교육에서는 큰 딜레마가 되었다. 앞서 Geelan과 Barry
의 사례는 객관주의적 지식을 전수해주어야 하는 과학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과 경험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구성주의의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구성주의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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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구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atthews, 1994). 우리는 구성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많
은 교육적 시사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구성주의가 지닌 상대주의적 인식론
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 절에서는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대
해 해석학과 구성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석학이 어떻게 교육 현상에 대해 구성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② 해석학과 구성주의의 공통점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모두 인식 주체와 독립된 실재를 상정하는 객관
주의 및 실증주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해석학은 그 정립
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의 ‘설명’에 대비한 인간과학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Heidegger를 거치면서 세계내-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식주체는 이미 객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
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구성주의도 실증주의 사조 및 이후
이어진 행동주의 사조와 대립되는 입장에 서서 인간의 지식은 주체 외부
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
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 자신이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임을 강조
했다.
실증주의에 입각한 인식론에서 주관적 관심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러
한 인식론에서 주관적 관심은 우리가 대상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며 우리의 인식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는 주
관적 관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결국 학생의 선이해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없을수록 좋은 것이
된다. 선입견, 혹은 선이해가 없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은 이
미 실증주의적 전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선입견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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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인정한다.
구성주의가 처음 과학교육에 도입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
념에 오개념이라고 이름 붙이고 오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했었다. 하지만 그 후 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오
개념에 대한 고찰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오
개념이라 한정하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자
리잡게 되었고, 이를 무조건 제거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현재는, 학생들이 학습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선개념, 대안개념, 소박개념, 기존개념, 학생 개념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박지연, 2008). 한편, 해석학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이해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해석학에서
는 선이해 없이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다. 이들은 선이해를 부정하는대
신,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이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역사성에
주목한다.
선이해에 대한 긍정은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객관주의적 인식론에서 학습자의 선이해는 부정되었
고, 따라서 교사나 교과서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수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학습자를 단순히 지식의 수용자로 본다. 하지
만 구성주의와 해석학은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만나서 지식을 얻
고 깨닫는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성주의와
해석학에서 학습자는 이미 자신의 고유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주의적 지식’은 학습자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없다. 대신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선이해
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며,
낯선 지평과의 만남, 융합을 통해 기존의 지평의 확장을 꾀해야 하는 존
재이다.
객관주의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탈맥락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지식의 맥락성을 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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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히려 지식은 탈맥락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석학에서
는 이해의 역사성 개념을 통해 지식의 맥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고, 구성주의에서는 인식 주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인식 주체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
고 있다. 또한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모두 실천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Gadamer는 Aristotle의 실천지(phronesis)의 개념을 통해 도구적 이성
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이성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최명선, 2005,
p.99). 그리고 Piaget의 구성주의는 적응의 개념을 통해 살아있는 유기
체가 지식을 얻는 과정을, 유기체의 실천적 행동을 통한 인지 체계의 구
성으로 바라보고 있다(최신일, 1998, p.23).
③ 해석학과 구성주의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객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객관주의 사조 및 전통적인 행동주
의적 교육관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에
서 사용하는 용어나 사고에 비해 해석학의 용어나 사유는 아직까지 우리
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객관주의적 전통에
반대하여 구성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해석학이라는 생소
한 철학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구성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비교를 통해 두 패러다임의 차이
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해석학이 과학교육에 어떤 새로운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Eger(1992)는 과학 교육 연구에서 처음으로 해석학을 도입한 대표적
인 연구자이다. 그는 해석학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구성주의가 상대주의
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성주의와 해석학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학적 구성주의(socialogical
constructivism)에서의

협상(negotiation)과

해석학에서의

대화

(dialogue)의 비교를 통해 해석학이 구성주의와 구별되는 점을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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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학적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적 지식도 과학
자 공동체에 의해 합의된 지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구성주의
자들은 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과학자들과 법률가들, 혹은 정치
가들 사이의 협상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과학자들 사이에
서도 이론의 이견이 있을 때, 과학자들 사이의 협상의 과정을 통해 과학
적 지식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ger(1997)는 과학적 지식의 발달 단계에서 협상의 과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과학적 지식의 형성을 설명하기에는 불
충분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해석학에서의 대화의 개념을 통해 접근하
는 것이 과학적 지식의 형성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구성
주의의 협상에서는 과학을 여러 경쟁 집단 사이의 갈등 혹은 대결의 관
점에서 바라본다.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일시적인 결론을 추
구하며, 협상이 종료된 이후 과학적 지식의 추구는 종결된다. 해석학에
서의 대화는 일시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열린 과정이다. 해석학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집단들의 이해를
존중하며, 서로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Eger의

비교는

사회학적

구성주의(socialogical

constructivism)에 치우쳐 있어, 정작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Piaget와 Vygotsky의 교육학적 구성주의(educational constructivism)에
까지는 논의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과 대화라는, 추상적 수
준의 비교에 머물고 있어 실제 과학 교육의 현상을 바라보거나, 과학 교
육에서의 개념을 바라볼 때, 해석학이 구성주의와는 다르게 어떤 지점에
서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해석학과 구성주의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의 비교를 통해
해석학의 시사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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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개념 변화의 단순한 모형
우선 해석학의 ‘지평’과 구성주의의 ‘개념’을 비교해 보자. 구성주의 수
업 모형에서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지닌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용어는 지나치게 좁은 개념이다.
학생의 ‘개념’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념 그 자체만 볼 것
이 아니라 학생이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선개념이 다른 선개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선개념과 과학적 개념 사이의 관계는 어떤
지, 개념과 그를 둘러싼 배경 개념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diSessa(2002)는 초기에 그림 Ⅱ-1과 같은 단순한 개
념 변화 모형을 가지고 있었다(p.29). 하지만 이후 자신의 단순한 개념
변화 모형을 반성하고 Toulmin의 ‘개념 생태(Conceptual Eology)’ 이론
을 차용하여, 그림 Ⅱ-2과 같이 개념 변화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념과 다른 개념들의 관계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diSessa, 2002,
p.31).

그림 Ⅱ-2. 개념 생태계의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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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림 Ⅱ-1에서는 개념 변화의 시작점과 출발점에만 주목하고, 학
생들의 상태를 A, B와 같이 단순한 것으로 파악했다면, 그림 Ⅱ-2에서
는 시작점과 출발점 뿐만 아니라 그 중간 과정도 주목하고, 학생들의 상
태를 여러 개념이 영향을 주는 복합적 구조체로 파악했으며, 이해에 있
어서도 개념과 개념의 연결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Toulmin
의 개념 생태 이론이나, diSessa의 개념 생태계의 발전 과정도 여전히
학생들의 이해에 있어서 개념과 그 주변을 둘러싼 개념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학생들의 ‘개념’은 주변 개념 외에도 그 학생
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이경호
(2007)는 통합적 정신 모형에 기반하여 개념 변화에 있어, 개인의 지식
뿐만 아니라 지식과 연관된 신념과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지식 신념틀(The framework of knowledge & belief)’을 제안하였
다.
최근의 과학교육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개념은 개인
의 인지 구조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대신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의 목표 개념을 변화시
키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다른 개념 및 인식론적 신념, 환경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해석학에서 제안하는 ‘지
평’의 개념은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접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지평’은 이미 그 개념 속에 학생들의 개념, 신념,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이며,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바라볼 때도, 목표로 하는 어느
한 개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
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구성주의와 해석학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해에 대한 인식의 차
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올바른 이해란 올바른 개
념의 획득을 의미한다면, 해석학의 시각에서 추구하는 것은 보다 깊은
이해이며, 이것은 지평의 융합을 통해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
학교육에서의 ‘올바른 개념의 획득’이 올바른 개념을 획득하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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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선개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면, 해석학에서
의 지평의 융합은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지평도 새롭게 융합된
지평안에 조화롭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이해의 출발점으로
서의 선이해의 중요성을 보다 잘 드러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해석학적으로 보다 새롭게 바
라볼 수 있다. 기존의 구성주의의 수업 모형에서는 학생의 선개념과 과
학적 개념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학생 선개념 + 과학적 개념 = 과학적 개념).
하지만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선개념을 가진 학생이 과학적 개념
이 아닌 다른 학생의 오개념과 만나더라도 충분히 과학적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학생 선개념 + 다른 학생의 오개념 = 과학적 개념). 이 경우
과학적 개념을 획득한 그 학생은, 다른 학생의 오개념으로부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과학적 개념
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석학에서는 학생이
반드시 과학적 개념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학생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평과 다른, 새로운
지평을 만나고, 그를 통해 기존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지
평의 융합 및 확장을 경험한다면, 그만큼 그 학생의 이해는 넓어지고 보
다 풍부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참된 이해를 위한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
다. 구성주의에서 참 이해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개념변화 전략이다.
개념변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갈등을 일으켜야하며, 이를 위해 학생
의 기존 개념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
편, 해석학에서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지평 융합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참 이해라고 생각한다. 해석학에서
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선지평과 ‘낯선 지평’의 만남을 중요시한다. 학생
의 기존 지평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해석학의 지평
의 융합은 구성주의의 개념변화 전략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념변화 전략
이 ‘과학적 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올바른 지식의 소유를 추구한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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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융합은 그 결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존재의 변화를
추구한다. 구성주의와 해석학의 중요한 차이는 이처럼 인식론과 존재론,
소유와 존재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개념변화 전략에서는 학생의 개념 변화를 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변화 전략에서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확인한 후, 과
학적 개념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인지 갈등을 일으키면 개념변
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해석학에서는 선형성이 아닌 순환성을 학
습의 본질로 생각한다. 해석학에서는 학생의 기존의 지평과 새로운 지평
과의 계속적인 순환과정에 주목하며,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이 이해의 사
건에서 본질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해석학에서는 이해를 단절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학생의 지평이 확장된 후에도 다시 새로운 지평
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 이외에도 해석학과 구성주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
점을 지닌다. 우선, 구성주의는 인식론적인 논의에 주로 머물러서 상대
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Matthews, 1994, p.158). 하지만 해석학의 존
재론적 논의는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논의를 넘어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
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학습에서는 학습 과정이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구성한 뒤, 그 생각을 타인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타당할 것 같은 하나를 선택하는, 합의의 과정에 가깝다
면, 해석학에서는 다양한 해석들 중에 가장 타당한 하나를 찾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진리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진리를 향해
접근해 나가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과학교육에서 해석학적 관점을 적용한 본
논문의 의의는 해석학이 구성주의 보다 과학교육의 여러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해석학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거나,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현
상에 대해 다채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교육의
현상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과 구성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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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 외에도 보다 자세하고 치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해석학과 구성주의의 구체적인 비교가 과
학 교육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이라고
믿는다.

1.3. 해석학과 과학교육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석학은 과학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
해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지어 과학교육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해석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교실 현장의 실제 영역 중 평가 부분과, 본 논문의 주
된 관심인 조별 토론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통해 해석학이 과학교육의
실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Palmer(1998)의
주제 중심 교육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해석학에서 말하는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교육이 어떤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1) 해석학과 평가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시험’이며 우리나
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수많은 시험의 유형 중에서도 단연 객관식 지필평
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적표의 점수나 석차, 성
적처리, 입시 위주 교육, 점수 따기 교육과 같은 말들도 함께 연상될 것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실시하는 평가가 평가의 공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평가 대상을 수량화 할 수 있는 지식에 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가가 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왜 평가
하는지, 평가 자체가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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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어떻게 학생들의 더 나
은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인지, 평가를 통해 어떻게 현재의 수업을 개선할
것인지 등,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지적 능력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의 기법에만 관
심을 기울이고 있었다(허숙, 1997).
학생들을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는 많은 폐해를 가지
고 있다. 이런 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줄 세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진
정한 평가의 목적인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은 소외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가 모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에서 결국 선발이라는 작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
고, 선발 작업의 공정성은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평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평가를 마치 평가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태도에 있다. ‘선발’ 및 ‘공정한 측정’도 평가의 중요
한 목표이지만,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의 개선’은 앞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학생들을 숫자
로만 나타내는 지금의 평가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려
는 교사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평가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
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평가는 평가대
상보다 우월한 절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을 일방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가를
통해 교육 방법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려면, 평가 대상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 즉 해석학
적 이해는 평가자와 평가 대상간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란 초월적인 기준에 의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와 평가 대상간의 상호주관적인 의미의 형성이다(허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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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석학적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평가 대상자의 진정한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담이나 서술
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면담이나 서술형 평가의 방법을 통해 학
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혼
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 보다는 여러 명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협동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집단 평가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허숙, 1997).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간보고서는 평가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간보고서는 학생이 한 주 동안 배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를 수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
자가 주간보고서를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
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모든 연구에서 연구자는 주간보고
서를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했으며, 특히 연구 2(4장)에
서는 주간보고서를 조별 토론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평가를 하도록 했다.
2) 해석학과 조별 토론
조별 토론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
한 대안적인 수업 방식의 하나이다. 조별 토론은 개인의 인지 발달에 있
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주장한 Vygotsky(1978)의 사회적 구
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Vygotsky에 따르
면 학습이란 개인간 정신기능이 개인내 정신기능으로 내면화 되는 과정
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된다.
Vygotsky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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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습의 기본적 형태는 근접 발달영역(ZPD)을 창출하는 것,
즉 학습은 아동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동료들과 협동해서 상호작
용을 할 때만 조작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발달 과정들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일단 이 과정들이 내면화되면 이것들은 아
동의 독립적인 발달적 성취의 부분이 된다(Vygotsky, 1978, p.134).
Vygotsky는 이처럼 학습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내
적 발달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근접 발달영역 내
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들이 자신들
의 근접발달영역 밖에 있는 교사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보다 뛰어난, 그러나 자신의 근접발달영역 내에 있는 동료와 상호작
용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조별
토론 학습의 의의는 이와 같은 Vygotsky의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별 토론 연구들은 주로 조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긍정적인 조별상
호작용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변인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들이

고민한

조별상호작용의

변인들로는

조의

크기

(Alexopoulou & Driver, 1996), 구성원의 성별(Alexopoulou & Driver,
1997), 구성원의 능력(임희준 등, 1999), 구성원들의 역할(Stamovlasis
et al., 2006), 자리 배치, 역할 분배, 교과서의 사용, 개인 시험 및 조별
시험등 다양하다(Heller & Hollabaugh, 1992).
해석학에서는 학습을 타자와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한 지평의 융합 과
정이라고 생각한다. 해석학적 입장에서 조별 토론의 의의는 기존에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지평과는 다른 ‘차이를 생성’하는 낯선 지평과의 만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제공
되는 단 하나의 지평만을 접할 수 있었다면, 조별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
은 자신과는 다른, 다양한 조원들의 지평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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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는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지평을 듣고만 있어서 자
신의 지평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면, 조별 토론을 통
해서는 자신의 지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지평을 확인하고,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간에, 자신의 이
전 지평과 새롭게 융합된 지평간에,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조별 토론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낯선
지평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긍정하는 많은 학생들의 의견
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연구 4(6장)에서의 학생들의 생각
들을 발췌한 것이다.

A : 워크샵 문제처럼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자신만의 풀이 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B : 다양한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을 다각도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
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H :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J :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이라면 조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내 사
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L :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를 서로 토론하며 문제
풀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M : 어떤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설명하면서 한가
지 관점이 아닌 여러가지 관점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이 기억에 남는다.
N :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P :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서 새
로운 관점에서 다시 볼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모순을 찾아내어 나의 생각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
R : 워크샵 이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학에서는 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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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정을 보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시
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 :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해한 것을 들어볼 수 있어 생
각이 확장된다. 특히 교육에 있어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
다.
V :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가 다양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별 토론에 대한 연구들
이 다양한 변인들을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연구들은 조
별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즉, Vygotsky의 근접
발달영역 개념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며,

Slavin(1980),

Kagan(1994),

Johnson

&

Johnson(1999), Mazur(1997)등은 협동학습의 여러 구체적인 방법을 제
안함으로써 조별 상호작용을 교수-학습의 실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해 알려주었다. 해석학에서는 이 시사점들과 함께 조별 토론에 대
해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준다. 해석학에서 생각하는 조별 토론의 성패
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별 토론에 임하는 당사자의 개방성이다.

Gadamer가 생각하는 경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경험들에 대
한 개방적 태도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Warnke, 1987, p.291). …
자기의 신념체계가 장차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를 갖는 것은, 다름 아닌 Gadamer가 부정에 관한 해석학적 경험
을 이야기하면서 말한 개방성이다. 그래서 Maclntyre와 Gadamer 둘
다 합리성을, 보다 나은 선택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자신의 지식이 언제나 반박당할 수 있고 다
른 관점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성 개념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진보의 존재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이다(Warnke, 1987,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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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amer는 개인의 진보가 그 자신의 개방성에서부터 비롯한다고 보
았고, 이와 같은 개방성은 결국 언제든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
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했다. 조별 토론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
할 때 비로소 그에게 ‘더 잘 이해’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해석학에서는 조별 토론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까?

진정한 대화의 특성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입장
을 넘어서 보다 명료화된 합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 한편으로 그
에게 있어 합의는 이슈들에 관한 내용적 의견일치이다. 이 때 내용
적 의견일치라는 말은,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것이 아
니라, 참된 것 혹은 타당한 것에 관한 공통된 생각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합의란 단순히 지평융합, 즉 서로 다른 전망
들이 사상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다. … 결국
그가 자신의 원래 입장을 바꾸건 그대로 유지하건 관계없이, 그 결
과 나오는 견해는 원래의 견해보다 더 발전된 것이며, 이는 모든 참
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이 내용적인 의미에서 의견일치에 이르
러 결론을 내리건 아니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끝나건 관계없
이, 그들의 입장은 이제 다른 입장들에 의해 보다 새로워졌다.
(Warnke, 1987, p.289)
해석학에서 조별 토론, 혹은 대화를 통해 추구하는 이해는 결국 끊임
없이 새로운 이해이다. 조별 토론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서로의 차이로 인해 기존에 이해하던 방식과 다른 새로
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해석학에서 추구하는 이해는 보다 정확
한 이해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깊고 더욱 참된 이해에, 또한 기존의 것과
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4에서는 해석학의 주요 개념인 해석학적 순환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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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융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만나고, 이 과
정에서 지평의 융합을 겪을 수 있도록 조별 토론 수업을 계획했다. 즉,
마찰력 질문지의 첫 번째 질문에서 앞서 논의한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
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새로운 지평으로써 경험하게 했고, 마찰력
질문지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그들 자신의 지
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다른 학생들과의 조별 토론
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지평으로부터 다시 다른 학생들의 지평에
이르도록 하고, 조별 토론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함으로써 다시 자
신의 지평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강의를 통
해 학생들이 교수자의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했으며, 주간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이를 자신의 지평으로 수렴할 수 있게 했다.
연구 4의 수업 구성은 학생들이 세 번의 다른 지평과의 만남과 새로
운 지평과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그들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
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한 개인의 지평에서, 다
른 학생들의 의견과의 만남을 통한 조의 지평으로,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교실 전체로 점차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연구자
는 학생들의 지평이 끊임없이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이 의미 있는 조별 토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연구 4(6장)에서 조별 토론에서 학생들이 개방성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논의가 단지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
다 깊은 이해를 위한 지평 융합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
까? 연구자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또 다른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수업
인 ‘주제 중심 교육’에서 발견하였다.

- 70 -

3) 해석학과 주제 중심 교육
<순수의 전조> - William Blake 하나의 모래알에서 세상을 보고,
들꽃 하나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 영원을 잡는다.
Palmer(1998)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객관주의와 상
대주의의 허구를 지적한바 있다.

위대한 사물은 절대론과 상대론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절대론자들
은 우리가 위대한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
대론자들은 지식이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우
리가

위대한

사물과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Palmer, 1998, p.184)
Palmer는 객관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사 중심 교육이, 상대주의의 영향
을 받아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교사 중심 교실에서
학생들은 ‘위대한 사물’과 대면하는 대신 교사의 자연에 대한 일의적인
해석을 수용한다. 한편 학생 중심 교육에서는 ‘누구의 말도 옳다’는 상대
주의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학생 각자의 생각이 중요할 뿐, ‘위대한 사
물’에 대한 관심은 필요 없다. 이 두 종류의 교실 모두에서 위대한 ‘자
연’에 대한 경외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교사중심과 학생중심의 이분법은 실
제 교실 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혁규(2008)는
교사중심과 학생중심의 이분법에 빠져, 교사중심 수업은 무조건 좋지 않
은 수업이고, 학생중심 수업은 무조건 좋은 수업이라는 구분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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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 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구분 보다는 교사 중심이든, 학생 중
심이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더 적합한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Palmer는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이분법을 벗어날 수 있는 교육
으로 ‘위대한 사물’을 중심에 둔 ‘주제 중심 교육’을 주장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도, 구
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학생중심 수업도 아닌 ‘위대한 사물’을 중심에 두
는 주제중심의 교육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위대한 사물의 본질
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객관론이나, 우리의 입장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는 상대론이나, 모두 인식 주체를 중심에 둔 독단론이라고 생각
했다. 그는 인식 주체를 중심에 둔 이런 편협한 독단론을 깨자고 주장한
다. Palmer가 생각하는 주제 중심 교육이란 교사나 학생이 경외감을 느
낄 수 있는 탐구 대상, 즉 ‘위대한 사물’을 중심에 놓고, 교사와 학생, 심
지어는 과학자나 교과서 집필자까지 포함하는 진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
여 위대한 사물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교육이다.
Palmer가 말하는 위대한 사물은 Heidegger가 말하는 존재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Palmer의 진리관은 철학적 해석학의
‘드러남으로써의 진리관(Aletheia)’과 닮았다. Palmer의 위대한 사물이
든, Heidegger의 존재든, 그 둘 모두 인식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Palmer는 진리는 주제에, 위대한 사물에, 존
재에 있다고 본다. 이 때 인식 주체가 위대한 사물에 어떤 태도를 취하
는가에 따라 위대한 사물이 인식 주체에 드러내는 모습은 달라진다. 따
라서 누구도 위대한 사물의 진면목을 모두 보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
리가 보지 못한 위대한 사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사물과
계속적인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우리가 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을 타자와의 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평은 보다 넓고 깊어질 것이다.
Palmer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관계의 연결망을 통한 진리 인식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리는 위대한 사물과의 영원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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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것이라 본다. Plato의 이데아로부터 Descartes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식 주체와 단절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
해 왔다. 이러한 객관적 진리관에서는 인식 주체 외부에 있는 객관적 진
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인식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인식 주체와 독립된 객관적 실재가 과연 존재하기
는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철학적 입장
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도 제기되었다. 현대 양자 역학에서는
‘측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 왔는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인식 주체의 ‘측정’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장회
익, 1998). 또한 양자 역학에서 대두된 ‘얽힘’의 문제는 인식 주체와 대
상뿐만 아니라 대상과 대상 간에도 ‘관계의 연결망’이 존재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철학적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주제 중심 교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하나의 사물
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Palmer가 예를 들고 있는
Barbara McClintock이라는 과학자는 옥수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옥수수를 통해 온 우주의 신비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 교육은
해석학에서 말하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강조한다. 학생
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 습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때, ‘하나의 모래알에서 세상을 보
는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다(Palmer, 1998). 본 논문의 연구 4(6장)에
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마찰력’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힘
의 본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이라는 보다 넓어진 ‘전체’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워크숍을 조직하여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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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학과 과학
2.1. 해석학과 과학의 관계
1) 과학에 대한 해석학의 관심
해석학이 이해하고자 했던 ‘이해’의 영역은 사실 오랫동안 인문학 분
야의 이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해석학이 과학에 대한 이해에 공
헌한 부분이 있다면 Bernstein(1983)이 언급했듯이 오직 과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만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학이
인문학 분야의 이해에만 국한된 이유는 Dilthey가 자연과학의 실증주의
적인 ‘설명’ 방식에 대비하여, 새로운 ‘이해’의 학으로서의 해석학을 정립
하려 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허숙, 1997). 이후 많은 해석학 연구자들
이 물리학의 영역을 ‘객관적인 실체’로 상정하고, 물리학에서의 해석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Toulmin, 2002). Dilthey의 ‘설명’,
‘이해’ 논쟁과 이에 따른 해석학에서 자연과학의 배제는, 인간의 보편적
인 ‘이해 활동’을 인문학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최
성환, 2010).
Dilthey가 비록 ‘설명’과 ‘이해’를 대비하며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해석
학을 정립하려고 했지만, Dilthey 자신이 자연과학에 대해 해석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Dilthey는 인문학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또 이를 강조했지만, 그에게 있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
든 학문 체제를 아우르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과제를 인문학에 국한한다고 했다(최성환, 2010). 결국 Dilthey의 ‘설명’
과 ‘이해’의 대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자연과학과 해석학을 대립적으
로만 파악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최성환, 2010).
한편 뉴턴 이후 과학적 설명이 가진 명확한 논리성과, 그 예측력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 과학의 방법은 인문, 사회 분야에까지 크게 확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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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인문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인문 과
학’, ‘사회 과학’이라고 부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서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던 과학의 실증주의적인 설명 방식은 현재에 이
르러서는 “도구적 이성만을 발달시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하여
인간소외를 부추기고,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하며, 더 나아가 삶의
허무를 전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용식, 1995).
한편, 과학의 실증주의적인 설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의
영역에 해석학을 접목시키려했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Crease, 1995;
Crease, 1997; Crease, 2003; Cushing, 1995; Eger, 1993a; Eger,
1993b; Eger, 1997; Heelan, 1983a; Heelan, 1983b; Heelan, 1997;
Heelan, 1998; Kockelmans, 1997; Toulmin, 2002). 해석학을 과학의
영역에 접목할 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을 하나의 책으
로 보는 갈릴레오로부터 유래된 오래된 은유이다.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활동이 ‘자연이라는 책(The book of nature)’을 읽는 활동에 비유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과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활동을 하는 사람
이고, 과학자의 중요한 과제는 ‘자연이라는 책’을 오해 없이 잘 ‘해석’해
야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으로서의 해
석학 즉,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학은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해석학으
로, ‘책’의 은유는 과학과 해석학의 관계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Eger, 1993a).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이해 활동의 보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학은 인간의 이해 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
든 인간 활동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해석학의 보편성 개념을 토대로, 앞에서 ‘과학’의 영역을 인문학의 영역
에 까지 확장시켜 인간의 모든 이해의 영역에서 ‘과학적인 설명’ 방식을
추구했던 전통과는 반대로, 해석학적 이해를 자연과학의 영역에 적용했
던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해석학적 접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
간이 수행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과학 활동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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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주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을 수행하는
인간 활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해석학을 적용하는 연구를 넘어, 보다
직접적으로 ‘과학의 탐구 영역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라는 새로운 접근
을 취하는 연구자도 있다(최성환, 2010).
2) 과학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① 과학 활동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인간 활동으로써의 과학 활동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특징에 주목하
는 접근은 과학의 영역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과학 활동도 결국 인간이 하는 활동
이므로, 인간의 보편적 활동인 ‘이해’와 ‘해석’의 차원에서 ‘과학 활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 관점에서의 연구자들은 특히 인간의 인식 활동의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과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해석학적인 특징에 대해 주목했다.
Heelan(1983a)은 인간의 인식 활동이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의 영역에
무관한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간의 인식 활동이 가지
고 있는 해석학적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
로 우리의 인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의 시각적 공간 인식도 결국 Descartes의 영향을 받은 유클리드 기하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은 유
클리드적인 공간 인식 보다는 비유클리드적인, 쌍곡선(hyperbolic)의 공
간 인식일 수 있음을 보였다.
Heelan(1983b)은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과학적 인식에까지 확장시
켜, 일명 ‘과학적 관찰’이라는 것도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며, 특정한 과
학적 문화가 이미 ‘자연의 책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
았다. 독자가 책 읽는 방식, 혹은 책에 적힌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자도 특정한 도구나, 인지적 자극을 읽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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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
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과 무관한 활동이 아니라 이미 열역학적 온도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Ihde(1979)는 Heelan의 인식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인간의 인식에
있어 현대 사회의 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구 했다. Ihde의
논의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체현관계와 해석학적 관계에 대한 그의 논
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현미경을 통해 작은 물체를 관찰한다고 하자. 이 경우 현미경은
하나의 도구이며, 우리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관찰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현미경의 사용에 아주 익숙할 수도 있고, 현미경의 사용법
을 모를 수도 있다. Ihde는 우리가 현미경의 사용에 아주 익숙한 경우를
체현관계라고 하여, 이 경우 우리는 현미경이 ‘투명’하다고 느끼고 직접
세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현미경의 사용에 익숙지 않은 경
우를 해석학적 관계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현미경은 ‘불투명’해지며, 현
미경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하나의 대상이 된다. Ihde는 다음과 같은 도
식을 사용했다(Ihde, 1979, p.91).
체현관계 : (인간-도구) → 세계
해석학적 관계 : 인간 → (도구-세계)
Ihde의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인지가 도구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이
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도구에 의해 매개된 세
상을 경험한다. 이 경우 도구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의미는 안경과 같은
직접적인 도구로부터, 신문, TV방송, 인터넷 뉴스등의 매체도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인지 자체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도 도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철저히 도구 의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에서 가장 특징적인 활동을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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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선택할 것이다. Crease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실험’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Crease,
1993; 1995; 2003). Crase(1995)는 전자와 조각품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도 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적일 수 있으며, 예술 작품은 한
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전자와 같은 실험 대상은 변화
에 개방적이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과학이 예술보다 더
해석학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ease는 그의 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에서 ‘아
름다움’의 개념을 통해 실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특징에 주목
했다(Crease, 2003). 그는 자신이 칼럼을 기고하고 있던 ‘물리학 세계’
의 독자들에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실험의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아름다운 실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낸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름다
운 실험은 세상에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을 드러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하고,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이론적인 모든 의문은 해소되면서 오직 세상
의 신비에 대한 의문만이 솟아나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은 실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진술이다(Crease, 2003).

실험은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처럼 마법 같은 일이라
기보다는 우리가 세심하게 조율한 사건들 덕택인 것이다. 세상의 신
비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우리가 도운 것이다. (p.16) … 이 모든
사건들은 적절히 시행되기만 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
라 이 우주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줄 수 있다. 이들은 마치 풍경화처
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안목을 넓혀주는 동시에 마치 지
도처럼 세상 깊숙이 안내한다. 실험은 경계를 이루는 사건이다. 평범
하고 단순한 물체들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지만, 그 때 그 물체들
은 의미 있고 중요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p.19)
저자에게 실험은 과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단순한 연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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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실험은
실험을 수행하는 ‘현존재’로서의 우리와 신비로운 자연의 ‘존재’를 연결
해주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다리라는 것이다. 이렇듯 실
험은 실험 자체의 해석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관된 존재와 해석학적 순환의 관계도 가진다(Crease, 2003).

실험을 할 때 … 좌우간 이미 우리는 변했기 때문이다 … 아무리 훌
륭한 체스 게임이라도 규칙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반면, 수학적
증명 또는 과학 실험은 과학 자체를 변하게 한다. 무언가 새로운 것
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탐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새롭게 바뀌어간다. (p.71) … 더없이 명료하게
한 가지 사실만 가리키는 실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잡한 배경과
맥락’에서 추출된 사례이며, 필연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끌
어들인다는 것이다. (p.74)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
지 않든, 언제나 모종의 변화를 겪는다. 실험자는 실험을 통해 자연의
지평을 만나며, 자신의 지평과 자연의 지평을 융합시킨다. 그렇기 때문
에 실험을 수행한 후 연구자의 지평은 언제나 변화한다. 연구자가 “실험
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전에 익숙하게 느끼던 어떤 것이 새롭게
인지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Crease, 1993, p.150).
무엇보다도 실험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과학의 규칙’
을 변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실험을 통해 우리의 지평은 깊고 넓
어지며, 이는 또 다른 차원의 탐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처럼 실험은 과학자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넘어, 아름다운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동성을 지니
고 있다.
한편, Eger는 해석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Eger, 1993a; 1993b; 1997). Giddens와 Habermas등은 인간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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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는 두 개의 차원의 해석학이 가능하다고 생각
했다(double hermeneutics). 이들은 인간 과학은, 먼저 연구 대상의 언
어를 잘 이해해야하는 해석학적 차원과(stage0), 그 후 획득한 자료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차원(stage1)의 두 차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연 과학에서는 오직 ‘stage1’의 해석학적 차원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표 Ⅱ-4는 이와 같은 인간 과학의 ‘두 차원의 해석학’에 대비해 Eger
가 제안한 것으로 그는 자연 과학에도 ‘stage0’과 ‘stage1’의 차원이 모
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Eger는 ‘stage2’의 차원을 새롭게 도입
하여 자연 과학의 탐구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석의 종류를 설명했다(Eger, 1997, p.345).

표 Ⅱ-4.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해석의 단계

Stage0:

Interpreting the received heritage or tradition of a science as
a whole:
a. reading the “book of science.”
b. practising routine procedures of science.

Stage1:

Interpreting at the level of the research experiment:
a. interpreting data
b. interpreting phenomena in terms of high level theory.
(Or, interpreting theory by “performing” it experimentally.)

Stage2:

Interpreting high-level theories in alternative ways.

여기서 ‘stage0’은 연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의 자연 과학의 전
통을 익히고, 그 분야의 과학 언어를 배우며, 과학의 정형화된 과정을
체화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stage1’은 자연에서 수집한 자료 및 현상을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단계로 이 단계
에서는 이론과 현상 사이에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stage2’는 현상에 대해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대안적인 방식의 이론들
도 적용해 보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이론과 이론 사이의 해석학적 순
환이 일어난다.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stage1에서 일어나는, 이
론과 현상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에 주목하지만, Eger는 stage2의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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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연
과학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해석과 해석학적 순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ger(1997)는 같은 논문에서, Ihde의 논의와 ‘해석학적 순
환’의 개념을 사용하여 뉴트리노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학
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으로서 자연과학의 ‘이해’의 활동
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학적 차원의 분석을 넘어 자연 과학의 영역에 대
한 직접적인 해석학적 접근도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최성환,
2010; Heelan, 1998). 먼저, Toulmin(2002)은 과학의 이론 자체가 가
지고 있는 해석학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그가 예로 들고 있는 양자 역학
의 해석에 대한 보어 진영과 아인슈타인 진영의 해석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의 해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oulmin은 특히 생물학의 영역에 이와 같은 특
징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에
있어서도, 생물학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차원의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양자 역학은 해석의 문제와 함께 측정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사적의 해석학적 관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Heelan, 1995).
Cushing(1995)은 양자 역학에서 나타나는 비결정성의 문제와 해석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최성환(2010)은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자연해석학’을 제안하면
서, 자연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닌 해석학이, 개별적인 사물을 분석적인 방식으로 파악해 온 자
연과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Heelan(1998)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Heidegger의 ‘의미와 해석의 분
석’에 대한 관점에 주목하며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해석학이 기여할 수
있는 12가지의 연구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자연과학에서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별 사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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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에서의 의미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3. 과학에서 은유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의 은유의 역할에 대한 연구
5. 과학적 전통의 종말에 대한 연구
6. 어떻게 근거 없는 믿음이 거대 담론 및 규범적, 은유적, 형이상학
적 형태로 과학적 전통으로서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
7. 변화하는 삶의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과학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연구
8. 간학문적 영역의 과학에서 여러 영역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해석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연구
9. 풍성한 이론적 모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영역에서 사람
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10. 어떻게 과학 이론이 문화적 경험으로서의 삶의 세계와 관련되는
지에 대한 연구
11. 종교적인, 정치적인 영역에서 과학의 대중적 역할에 대한 해석
학적 설명에 대한 연구
12. 양자 역학의 기초적인 불가사의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연구
이처럼 자연과학에 대한 해석학의 사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자연 및 자
연 과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모형과 실세계의 해석학적 순환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을 수행하는 활동에서부터 과학의 특징적인 실험
활동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여러 현상들이 해석학적으로 잘 이해 가능하
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주요 관심인 해석학적 순환
에 보다 주목하여 모형과 현상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학 활동에 대한 해석학적 순환은 모형과 현상
사이의 모형화 활동(Develaki, 2007; Hestenes, 1992)과도 잘 부합한

- 82 -

다.
Hestenes(1987)는, “모형은 실제에 대한 개념적 표현의 대리체이다.
물리학에서의 모형은 수학적인 모형이다. 즉, 물리적인 특성은 양적인
변수를 통해 표상된다”(p.441)고 했다. 본 논문에서 ‘모형’은 어떤 현상
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체로 여러 변수와 요소를 가
지는 집합이라고 정의했다. 모형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실체를 이해하
는데 사용되며, 실체의 이해에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그래서 모형화 활
동은 과학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된다(Halloun, 2007; Hestenes, 1992).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비록 단순한 형태일지라
도, 그전에 이미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는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eidegger(1962)는 현존재로서의 우리는 이미 ‘앞서－가짐(vorhabe)’,
‘앞서－봄(vorsicht)’, ‘앞서－잡음(vorgriff)’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러
한 ‘앞서－구조(vor-struktur)’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았다(이
기상 & 구연상; 1998, p.176). 이와 같은 관점에서 Kockelmans(1997)
는 “과학자는 항상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의 해석학적 상황에
서 시작한다”고 했다(p.312). 우리는 자연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
시 앞서－모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낙하하는 물
체에 대해 Aristotle의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뉴턴의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특정한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낙하
하는 물체의 현상을 해석하기 곤란할 것이다. Giere와 장회익의 주장을
통해 모형과 실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Giere(2004)는 과학자들이 경험 세계의 사건들을 표상하는데 중요하
게 사용하는 모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과학 활동에서 하나의
‘틀’, 또는 모형은 중요하게 사용되며, 우리의 관념 속의 모형과 실세계
의 구분은 오랜 철학적 전통이기도 하다. Giere(2006)는 과학자들의 이
러한 활동에 대해 그림 Ⅱ-3과 같은 흥미로운 도식을 제안하였다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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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모형과 실세계에 관련된 4개의 요소
그림 Ⅱ-3에서 Giere는 왼쪽의 실세계(경험세계)와 오른쪽의 모형(모
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실세계는 실제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는(또는 ‘물질’이라는 것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며,
모형은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 체계 안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과학자들은
실세계의 일을 실험이나 관찰의 방법을 이용한 측정으로, 실세계에서 자
료(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구상한 모형(모델)
으로 추리와 계산을 통해 예측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와
예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구상한 모형이 실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만약 모형이 실세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모형
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장회익(1990)은 양자 역학의 해석에 있어서의 모순에 대한 고민을 통
해 현실세계와 서술세계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장
회익이 제안한 구분은 Giere의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현실세계
는 앞서 논의한 실세계, 서술세계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림 Ⅱ-4에서는 위쪽에 현실세계(실세계)가, 아래쪽에 서술세계(모형)가
있으며, 현실세계와 모형의 상호작용은 정보와 예측이라는 두 가지 방식
을 통해 이루어진다(장회익, 1990, p.123).

- 84 -

<현실세계>

사건 1

사건 2

정보:

예측:
<서술세계>

해석 1

해석 2

   →   →   

시간:




그림 Ⅱ-4. 동역학의 인식론적 구조
그림 Ⅱ-4의 시간  에서 인식 주체가 사건 1을 측정을 통해 인식하
여 이를    이라는 상태로 표상한다. 그림에서는 측정을 통해 현실 세
계에 대해 알아내는 과정을 ‘정보’로 표시했다. 이후 정보와 이론적으로
구축한 서술세계(혹은 임의의 시간에서의 상태함수   )를 바탕으로 원
하는 시간  에서의 상태    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 해
석을 통해 서술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면 사건 2의 예측이 가능하다
고 보았다.
장회익의 제안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건 1과 사건 2 사이에 인식주체
와 현실세계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었으므로, 그 시간 사이에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는 마치 암흑상자와는 같다는 것으
로, 그림 Ⅱ-4에서도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현실세계’ 상자는 음영으
로 처리되어 있다. 그는 현실세계와 서술세계의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고전 역학에서는 필요치 않았으나, 양자역학에서는 상태를 현실세계의
사실들과 직접 일치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석의 어려움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림 Ⅱ-4와 같은 동역학적 인식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현실세계와 서술세계의 구분은 ‘양자역학에서의 해석’이
라는 문제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지만, 현실세계와 서술세계의 이
와 같은 구분은 고전역학을 고찰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고, 또 과학자들
의 과학 활동을 조망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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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heong et al.(2008)은 과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위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간략화하여 그림
Ⅱ-5와 같은 간단한 도식을 제안하였다.

그림 Ⅱ-5. 과학 탐구의 도식
그림 Ⅱ-5의 과학 탐구에 대한 도식에는 모형과 실세계라는 두 요소
가 있다. 우선 모든 과학자는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모형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형
으로부터 실세계를 설명하는 모형 적용의 단계는 그림 Ⅱ-5에서 오른쪽
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특정 모형으
로부터 실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모형 적용의 단계
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상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과학자들은
자신의 모형을 새롭게 만들고 또 수정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그림 Ⅱ
-5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모형의 수정 단
계라고 했다. 모형의 수정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실세계에서 얻어진 데이
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모형을 세우고 또 수정한다. 한편, 모형의 수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새로운 모형을
실세계에 적용하는 모형의 적용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실세계에 적용하고, 다시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은 과학 활동에서 끊임없
이 반복된다.
과학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형과 실세계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과 유사하다(Palmer, 1969). 해석학적 순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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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움직임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또 부분에서 전체로 끊임없이 일어
난다(Gadamer, 1975a, p.291).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체로서의 모형을
부분적인 현상에 적용해보고, 또 부분적인 현상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적
인 구조체로서의 모형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자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모형과 실세계 사이에서 이와 같은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 과정에서 모형이 실세계와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우
리의 초기 모형을 수정하고, 다시 수정된 모형을 실세계에 적용한다. 그
리고 이를 실세계에 적용한 결과는 모형에 새로운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모형을 통한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보다 깊고 풍성해진다. 이와 같이 과학 활동에서 해석학적 순환은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
Eger(1997)는 이와 비슷한 논의를 뉴트리노 연구의 사례를 이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뉴트리노는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입자로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이 매우 힘들
다. 하지만 거꾸로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후, 정보를 잃지 않고 관측자에게까지 잘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뉴트리노를 검출하여 별의 내부에서 일
어나는 일을 알아내려고 한다. Eger는 Ihde(1979)의 논의를 활용하여
뉴트리노 연구에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에 주목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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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뉴트리노 연구에서의 해석학적 순환
그림 Ⅱ-6은 뉴트리노 연구에서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Eger, 1997, p.356). 그림에서 실선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선으
로, 이 선의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선의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에서 과학자는 고정된 주체로, 뉴트리노 연
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태양의 핵은 객체로 고정되어 있다.
그림 Ⅱ-6의 상단에 있는 ‘EARLIER’ 그림은 뉴트리노 연구의 초기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Davis를 포함한 몇몇 과학자들은
뉴트리노를 검출하기 위해 거대한 염소 탱크를 사용했다. 여기서 염소
탱크는 뉴트리노 검출 도구로 앞서 Ihde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체현관
계와 해석학적 관계가 순환관계를 이루며, 주체와 객체의 구분도 도구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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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자들은 초기의 뉴트리노 검출 실험에서 예측한 만큼의 뉴트
리노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 때 과학자들은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가지는
뉴트리노를 검출하기 위해 검출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기도 했고,
컴퓨터를 통해 기존과 다른 별의 진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
다. 또한, 기존에는 뉴트리노가 질량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뉴트리
노를 검출했었는데, 만약 뉴트리노가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가진다면,
이것이 ‘flavors’라고 불리는 다른 종류로 변환되어 뉴트리노의 검출이
부족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Eger, 1997,
pp.357~358).
그림 Ⅱ-6의 하단에 있는 ‘LATER’ 그림은 이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
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뉴트리노와 관련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뉴트
리노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트리노는 주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뉴트
리노 검출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뉴트리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했
기에 뉴트리노 자체가 다시 객체의 영역인 연구 대상이 된 것이다. 뉴트
리노 연구에서 뉴트리노는 이처럼 주체의 영역에서, 객체의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 주체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 활동은 주체와 객체, 모형과 실세계, 이
론과 현상 사이의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 활동을 하고 있다.

2.2. 해석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마찰력의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 활동도 해석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3과 연구 4에서는 마찰력을 주
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마찰력이라는 특정한 주제에 대
해서도 과학과 해석학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잘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보
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마찰력 발달의 역사를 해석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형과 실세계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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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았고, 이 논의를 힘과 운동 사이의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에
의한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였다.
1) 마찰력 탐구의 역사와 해석학
① Coulomb의 법칙의 확립과 요철설 (Interlocking theory)
마찰 현상에 대한 현대적 연구 중 문헌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지금으
로부터 약 500년 전 15세기 이탈리아의 Leonardo da Vinci의 기록이
최초이다(Krim, 2002). da Vinci는 자신이 여러 가지 발명품을 제작하
면서 했던 경험을 통해 마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마찰 실험을
계획하고 또 실행했다. 그는 마찰력은 물체의 재질에 따라 그 크기가 달
라지며,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이 작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표
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이 작아진다는 기술은 후에 마찰의 원인으로 요
철설이 지지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그는 표면이 매끈한 평면과
평면의 마찰의 경우 마찰력의 크기가 중력의 1/4라는 기록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마찰력이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마찰에 대한 Coulomb 법
칙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소다노리무네, 1971). 이러한 사실로부
터 18세기에 이르러 Coulomb의 법칙으로 정리되는 마찰의 중요한 법칙
들을 Leonardo da Vinci가 이미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결과를 출판하여 알리지 않았기 때문
에, 그가 마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선구
자적 업적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계승되지는 못했다(Bhushan, 2002).
한편, 1699년 프랑스의 과학자 Amonton은, 나중에 Coulomb의 법칙으
로 통합되는 Amonton의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을 발견했다(Bhushan,
2002). 이는 Coulomb보다 100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Amonton의 이 연
구가 Coulomb의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monton이 발견
한 두 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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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의

크기는

마찰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Amonton's 1st law).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적의 크기에는 관계가 없다(Amonton's 2nd
law).
한편 Coulomb은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마찰에 관한 논문의 현상 모
집에 현재 마찰에 대한 Coulomb 법칙으로 알려진 내용을 담은 논문을
제출했다. 흔히 알려진 마찰에 대한 Coulomb의 법칙은 앞에서 언급한
Amonton의 1, 2법칙에 다음과 같은 Coulomb의 3법칙을 통합한 진술을
일컫는다(Bhushan, 2002).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Coulomb’s law).
이 세 가지 실험법칙은 Coulomb의 법칙, Amonton의 법칙, 또는
Amonton-Coulomb의 법칙이라고 한다(소다노리무네, 1971). 여기서 중
요한 사실은 위의 세 가지 법칙은 특별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충분히 만
족한다는 것이다. 접촉면이 충분히 젖어 있거나 기름막으로 둘러 싸여
있으면(이 분야의 연구는 마찰의 윤활 작용에 대한 연구로 산업 혁명 후
기계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로 많이 발달했다), 마찰력의 크기
가 접촉 면적에 비례한다. 또한 수직항력이나 물체의 이동 속도가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마찰계수가 커지는 등, Coulomb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
는다(소다노리무네, 1971).
이렇듯 Leonardo da Vinci에 의해 선구적으로 시작된 마찰에 의한 연
구는 Coulomb에 이르러서야 마찰에 대한 Coulomb의 법칙으로 정립되었
다. 그렇다면 이들은 마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앞서
Leonardo da Vinci가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발견은 자연스럽게 마찰이 표면
의 거칠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즉 마찰의 원인이 표면의 요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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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발생한다는 요철설로 이끈다. 수평면에서 재질에 관계없이 물체
의 마찰계수가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의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도 요철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소다노리무네,
1971). 그림 Ⅱ-7의 Coulomb의 접촉면에 대한 스케치로부터 Coulomb
도 요철설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Besson, 2007, p.1107).

그림 Ⅱ-7. Coulomb의 접촉면에 대한 스케치
요철설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우리는 물체가 가져야 할 정지마찰계수
와 운동마찰계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Ⅱ-8과 같이 두 접촉 부분을 삼각형 모양의 두 톱니 모양이
맞물린 구조로 모형화 해보자(Müser, 2001, p.1295). 물론 접촉 부분이
반드시 삼각형 모양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최초의 요철설 모형화에서는
두 접촉 부분을 반구 모양인 것으로 모형화를 시도했다. 이 모형에서 
은 수직력,  는 수평 방향의 외력,  는 비탈면의 각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형화에서 정지 마찰력은 삼각형 모양의 비탈면을 극복하여 윗면
을 미끄러지듯이 들어올리는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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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요철설의 간단한 모형
이 경우의 정지 마찰계수  는 tan 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Müser,
2001). 절단면을 실측해서 빗면의 각도  를 구하면 6~26도 정도가 되
고, 이를 이용해서 정지 마찰계수  를 구하면 0.105~0.488(평균 0.3)
정도로 일상 생활의 정지 마찰계수 값에 잘 맞아 떨어진다(소다노리무
네, 1971).
② 응착설(Adhesion theory)의 발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Coulomb에 의해 마찰의 법칙이 정립되고, 또
마찰의 원인으로서 요철설이 지지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요철설로 설
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했다. 먼저 Coulomb이 자신의 실험 결과에서
발견했지만 무시했던 것으로, 마찰면이 윤활되어 있거나, 다른 재질 사
이의 마찰의 경우, 수직 항력이 작은 영역에서는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소다노리무네, 1971). 이러한 현상은 두 재질이
서로 끌어 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Coulomb
은 수직 항력이 작은 경우 나타나는 접착의 특징을 무시했다. 두 면이
접착의 특성으로 인해 마찰이 일어난다면, 접촉 면적이 클수록 마찰력이
증가해야 하는데, 실험 결과 접촉 면적과 마찰력의 크기는 무관하게 나
왔기 때문이다(Ludema, 1996).
한편, Coulomb의 법칙이 확립되고, 마찰의 원인도 요철설로 규정되기
이미 50년전에 영국의 물리학자 데자귤리에는 그의 저서 ‘실험물리학의
교정’(1734년)에서 마찰면의 분자력에 의해 마찰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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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마찰의 분자설이라 불리는 것으로 후에 접
촉면의 인력에 의해 마찰이 발생한다는 응착설로 발전한다(소다노리무
네, 1971).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이 커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 시절에는 연마기술이 충분히 발달
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예측을 실증해 볼 수는 없었다.
마찰의 원인에 대한 두 가설, 요철설과 응착설은 서로 대립되는 흥미
로운 이론이다. 요철설은 표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면과
면의 척력으로 마찰을 설명하는 반면, 응착설은 면과 면의 인력으로 마
찰을 설명한다. 한편, 요철설에 의하면 마찰의 크기는 재질에 무관함에
비해, 응착설에 의하면 마찰의 크기는 재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소다노
리무네, 1971).
요철설과 응착설 중, 처음에는 요철설이 우세했으나 점점 요철설로 설
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선, 요철설은 운동 마찰
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설명할 수 없다(Krim, 2002). 요철설에서는 윗
면과 아랫면의 상하 운동만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 수평 방향으로의 에너지 손실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소다노
리무네, 1971). 한편, 요철설은 잘 연마된 두 금속판이 달라 붙는 냉용
접 현상(cold-weld)도 설명할 수 없다. 데자귤리에가 예측한 표면이 매
끄러울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현상은 연마 기술의 발달에 의해 실제로 관
측이 가능했고, 잘 마모할수록 두 금속판이 달라 붙는 냉용접 현상
(cold-weld)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
으로 요철설은, 표면의 요철의 형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얇은 분자
층에 변화(오염)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마찰력의 크기 변화도 설명할 수
없었다(Krim, 2002). 이 마지막 증거는 응착설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
가 되었다(소다노리무네, 1971).
응착설은 1950년대 중반, 겉에서 우리가 보는 접촉면적과 실제 접촉
면적이 거의 104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Bowden과 Tabor의 연구
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Krim, 2002). 그림 Ⅱ-9와 같이 실제
접촉면은 대단히 거칠어서, 실제로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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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는

접촉

면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Besson,

2007,

p.1109).

그림 Ⅱ-9. 두 물체의 접촉시 실제 접촉 면적
그림 Ⅱ-10은 접촉면에서 응착된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Besson, 2007, p.1110). 이 응착설 모형에 따르면 면과 면이 실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어, 윗면과 아랫면의 분자들
이 더욱 가까이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 인력을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윗면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접촉 부
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변형과 파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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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접촉면에서의 응착설 모형
마찰의 원인으로 18세기 중엽에 요철설이 확립되었다. 이후 요철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요철
설에서, 분자설이 발전한 응착설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 하지만 이런
응착설 모형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응착설로는 마찰 계수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Leonardo da Vinci가 처음 언급했던, 일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력이 증가하
는 현상도 설명하지 못한다(Ludema, 199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찰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오랜 노력과 역사
가 있었고, 또 아직도 마찰의 본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지 못하
는 부분이 많다. 또한 마찰의 원인에 대해서도 요철설, 응착설 등 많은
가설이 존재한다. 마찰의 발달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어느 하나의 마
찰의 가설이 폐기되는 것이 없이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각의 가설들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점도 뚜렷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요철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등장하
여 요철설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철설은 폐기되
지 않고 오늘날에도 마찰을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Besson, 2012). 현재는 요철설과 응착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 응착설에 의한 원리가 우세한 가운데 요철설의 원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찰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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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다(소다노리무네,

1971). 이처럼 마찰력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힘으로
(Salazar et al., 1990), 마찰력 탐구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찰력의 작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한국물리
학회, 2005; Urbakh, & Meyer, 2010).
③ 마찰력에 대한 현대적 연구
마찰력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20세기 중반이후 마찰학(Tribology)이
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과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Urbakh, & Meyer, 2010). 이 새로운 마찰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마모(wear)를 최소화하는 문제, 베어링 등
의 작용을 원활히 하는 윤활의 문제(lubrication), 마찰을 예측하고 컨트
롤 하는 문제이다(Ludema, 1996). 최근 과학자들은 마찰력의 주제에 대
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마찰력의 르네상스(renaissance)
라 부를만하다(Urbakh, & Meyer, 2010). 물론 이와 같은 현대적 연구
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현대적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마찰의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을 거시 세계와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거시 세계의 마찰을 예측하고자 하
는 것이다(Urbakh, & Meyer, 2010).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즉

QCM(Quartz

Microscope),
Tunnelling

Crystal

SFA(Surface
Microscope),

Microbalance),
Force

AFM(Atomic

Apparatus),

LFM(Lateral

Force

Force

STM(Scanning
Microscope),

FFM(Friction Force Microscope)등이 개발되었지만, 여기서는 QCM과
AFM 및 AFM이 응용된 LFM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려
고 한다. 우선 석영 결정 미량 천칭(QCM)은 석영 결정 공명자(quartz
crystal resonator)의 진동수 변화를 통해 단위 면적당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마찰력 연구에서 음향 양자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음향 양자(phonon) 이론은 1929년에 Tomlinson에 의해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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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두 표면이 상대적으로 미끄러질 때의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막의
진동이 발생하여, 이 진동이 음향 양자의 소리에너지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열로 변환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한편 원자 현미경(AFM)을 활용한 미시 세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림 Ⅱ-11. 탄소침과 운모표면 사이의 마찰력 그래프
그림 Ⅱ-11은 AFM을 응용한 LFM을 이용해서 탄소침이 운모표면을
따라 움직일 때 수직항력에 따른 마찰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Besson, 2012).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의 법칙이 미시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

서 수직항력이 작은 영역에서는 Coulomb의 법칙이 잘 맞지 않는다고 이
미 언급했던 것으로, 그래프를 보면 수직항력이 0이 되어도 마찰력이 존
재하고, 특히 수직항력이 음인 영역에서도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침과 운모 표면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한 것으로 응착설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Besson, 2012).
이처럼 미시 세계를 다룰 때는    의 Coulomb 법칙 대신 인력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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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      가 자주 사용된다(Ringlein & Robbins, 2004).

그림 Ⅱ-12. 마찰력을 설명하기 위한 세 모형
과학자들은 많은 모형을 만들어 미시 세계의 마찰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 Ⅱ-12는 그 중 3개의 모형을 소개한 것이다(Urbakh et
al., 2004, p.526). 이 3개의 모형도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 강조
점이 다르다. 컴퓨터의 발달로 마찰력에 대한 모형화와 예측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마찰력이 가지는 혼돈(chaotic) 특징으로 인해 마찰
력을 완벽히 예측하는 단 하나의 모형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Urbakh et al., 2004).
마찰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주변에
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거시 수준의 현상을 미시 수준에서 개발한 모형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지 마찰력이 운
동 마찰력 보다 큰 현상과, 이와 관련이 깊은 현상으로 부착-미끄럼
(stick-slip)현상은,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시의 세계까지 매우 흔하게(ubiquitous) 발생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Krim, 2002). 특히 부착-미끄럼 현상은 그 혼돈스러운 특성
과 함께, 부착 상태에서 미끄럼 상태로 전이되는 순간이 많은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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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현상으로 최근에도 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
면서 그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Johnson & Woodhouse,
1998; Klein, 2007; Thompson & Robbins, 1990; Urbakh et al.,
2004).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마찰력에 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은 마찰력 관련
모형과 실세계 사이의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찰력에 대한 Coulomb 법칙이 확립되었을 때, 처음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찰력에 대한 모형은 요철설 모형이었다. 하지만 이후 요
철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하면서 요철설은 폐기되고 응착설
이라는 새로운 모형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응착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음향 양자(phonon)이론(Krim, 1991),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Rate-state models, Minimalistic
model(Urbakh, 2004), 용수철 모델(Besson, 2012)등의 다양한 모형을
통해 마찰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마찰력과 관
련한 과학 활동에서 모형과 실세계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과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2)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
① 힘과 운동의 해석학적 순환
앞서 ‘모형과 실세계의 해석학적 순환’ 절에서 했던 논의를 뉴턴의 고
전 역학의 영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뉴턴의 모형이 기반하고 있
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전 역학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F=ma’라는 방정식이다. 그러나 이 방정식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뉴턴
모형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뉴턴의 모형을 통해 실세계를 완전히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힘’의 특성에 대한 완전한 기술도 필요하다. 의심
의 여지없이 뉴턴의 모형은 지상의 물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을 완벽히 설명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지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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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움직임을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F=ma’의 방정식 뿐만 아니라
중력의 특성도 정확히 이해해야만 했다. 즉, 뉴턴은 F=ma와 같은 관계
식뿐만 아니라, 중력이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중력의 법칙을 추가로 발견함으로써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성공적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예로부
터 우리는 ‘힘’ 자체의 특성이 뉴턴의 제 2법칙 못지않게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힘’ 자체의 특성에도 특별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며, ‘힘’에 해당하는 특별한 모형이 필요하다. 즉, ‘힘’이 우리가 앞
서 논의한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뉴
턴 역학의 경우 그림 Ⅱ-5의 ‘모형’을 ‘힘’으로 대체한 그림 Ⅱ-13과 같
은 도식을 생각할 수 있다(Cheong et al., 2008). 그림 Ⅱ-13의 도식에
서는 뉴턴 역학의 모형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 중 특별히 ‘힘’을 고려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뉴턴 역학에서 관심 있는 실세
계는 물체의 운동이므로, 우리는 또한 그림 Ⅱ-5의 ‘실세계’를 그림 Ⅱ
-13의 ‘운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힘과 운동 사이의 상호작
용은 우리가 앞서 가진 힘에 대한 모형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힘 모형
으로 물체의 운동을 다시 해석하려는 과학 탐구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림 Ⅱ-13. 뉴턴 역학에서의 과학 탐구

- 101 -

힘과 운동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그림 Ⅱ-13에서와 같이 두 개의 접
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접근은 예측 접근이고, 두 번째 접근은 설명 접
근이다. 예측 접근은 그림 Ⅱ-5의 모형의 적용과 유사한 단계이다. 뉴턴
역학의 예측 접근에서 우리는 주어진 힘의 모형과 뉴턴의 제 2법칙인
F=ma를 통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설명 접근에서 우리
는 운동으로부터 관찰된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
고 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림 Ⅱ-5에서
의 모형의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마찰력’의 발전 과정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의 ‘힘’의 모형으로 ‘운동’을 예측하려고 한다. 만약
운동의 ‘예측’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역으로 ‘설
명’하려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측과 설명이 끊임없이 순환
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찰력과 관련한 힘의 모형이 발달해
온 것이다.
한편, 힘과 운동 사이의 이러한 논의는 마찰력뿐만 아니라 뉴턴 역학
의 다른 힘들을 가르칠 때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력장
에서 운동하는 포사체 운동을 2차원으로 분석할 때, 교수자는 보통 물체
의 x축, y축 운동을 독립적으로 분해하여,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으므로 x축으로는 등속 운동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힘
을 먼저 분석하고 운동을 예측했으므로, 예측 접근에 가깝다. 동일한 상
황을 설명 접근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학생들에게 물체의 x축
방향의 운동을 먼저 관찰하게 하고,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 하므로 x축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수자는 이 두 가지 접근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구성에 활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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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에 대한 과학 철학적 입장
앞서, 그림 Ⅱ-13의 뉴턴 역학에서의 탐구 모형에서 ‘힘’과 ‘운동’ 사
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이것은 그림 Ⅱ-5의 모형의 적용 및 수정 단
계와 유사하며 이를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고 하였다. 한편,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에 대한 논의는 과학 철학적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과학적 설명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Hempel이 제안한 이론
으로 그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초기 조건과 법칙으로부터 현
상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Ladyman,
2002). 그림 Ⅱ-14는 과학적 설명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Hempel이
제안한 연역 논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Hempel & Oppenheim,
1948).

그림 Ⅱ-14. 연역 논리의 구조
그림에서    ⋯ 등은 선행 조건들이다. 이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초
기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내용들이다.
그리고      ⋯ 등은 일반적 법칙들이다.  와  의 두 요소가 설명항을
이룬다. 그리고 이  와  의 두 요소가 결합하여 피설명항  를 도출한
다. 그림 Ⅱ-14는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
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설명항은 피설명항이 도출되기 위한 전제, 또
는 근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설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반드시 과학적 법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하며, 그 근거가 과학
적 법칙이 아니거나 어떠한 법칙에도 근거하지 않은 설명을 사이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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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Carnap, 1966).
연역 논리의 구조와 더불어 Hempel은 과학적 설명이 완전하기 위해서
설명항들은 연역적으로 피설명항을 함축해야 하고, 연역은 일반 법칙들
을 본질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설명항들은 경험적인 내용을 가져야 하
고, 설명항들 속에 나타난 문장들은 참이어야 한다는 네 가지 논리적 조
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adyman, 2002, pp.358~359). 하지만 이
와 같은 Hempel의 주장은 부적합성, 선취 결정 문제, 과결정, 대칭성 등
의 문제로 인해 Hempel이 제시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Ladyman, 2002, pp.359~363).
한편, Hempel은 이 도식을 제안하며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을 구
분한다. 만약 우리가  를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적절한  또는  을
제공하여  가 도출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과학적 설명
이라 한다. 그리고 설명항  와  이 완벽히 주어진 상태에서는 설명항으
로부터 피설명항  가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를 과학적
예측이라고 한다. 과학적 예측에서 피설명항이 설명항에 비해 시간적으
로 뒤에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통해

설명과

예측을

구분한다(Carnap,

1966).

결과적으로

Hempel은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에 있어서 그 논리적 구조는 같으
며, 어느 것이 먼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보았다(Hempel
& Oppenheim, 1948). Carnap도 Hempel의 논의를 이어 받아 우리가 도
출되는 결론을 알고 있느냐, 아직 모르냐의 여부에 따라 설명과 예측으
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Curd & Cover, 1998).
Hempel이 주장한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의 구분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과연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이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두 사건이 항상 함
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면, 한 사건을 관찰한 경우 다른 사건도
일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난 설명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Brown, 1977, pp.86~87). 이와 반대로 진화론과
같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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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 있다(Ladyman, 2002, pp.364~365). 본 논문에서도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만 과
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과학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박종원 등(2001)은 Hempel의 논의를 고전역학에 적용하였다. 고전역
학에서도 연역논리가 사용되는 경우를 과학적 예측의 상황과 과학적 설
명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박종원 등, 2001). 두 가지
모두 대전제는 뉴턴의 법칙이다. 뉴턴의 법칙을 대전제로 하고 소전제가
운동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힘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 예측 접근과 설
명 접근으로 나뉜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고전 역학의 예는 다음과 같
다.
▶ 과학적 예측
- 대전제 : 힘과 질량, 그리고 가속도 사이에는    의 관계가 있다.
- 소전제 : 중력장에 놓인 질량  인 물체에 힘    가 작용한다.
- 결

론 : 중력장에 놓인 질량  인 물체가 가속도  인 운동을 할 것
이다.

▶ 과학적 설명
- 대전제 : 힘과 질량, 그리고 가속도 사이에는    의 관계가 있다.
- 소전제 : 중력장에 놓인 질량  인 물체가 가속도  인 운동을 한다.
- 결

론 : 중력장에 놓인 질량  인 물체에 힘    가 작용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대전제로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 ‘예측’의
경우 소전제로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 소전제로 관찰을 통해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안
다면 우리는 그 물체가 왜 그런 운동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대전제는 Hempel의 모형에서 일반적 법칙 항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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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물체의 운동 상황은 피설명항인  이다. 박종원 등(2001)은 피설명항
 가 소전제로 먼저 주어지느냐, 아니면 결론으로 예측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학적 설명과 과학적 예측을 나누었다.
이처럼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의 차이는 소전제인 출발을 힘에서
했는지 운동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림 Ⅱ-13에서
출발이 힘이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인 과학적 예측, 즉 예측 접근
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출발이 운동이면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인
과학적 설명, 즉 설명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 철학
에서의 과학적 예측 및 과학적 설명은 본 논문에서의 힘과 모형 사이의
예측 접근 및 설명 접근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실제 교육적 상황이나 과학 활동 상황에서 긴 논리가 전개되거나 긴
진술이 이어지는 경우, 과학적 설명이나 과학적 예측의, 어느 한 쪽의
진술만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
예측, 과학적 설명의 용어대신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즉, 교과서의 진술이나 학생들의 진술에 두 접근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설명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과학
적 예측은 예측 접근으로, 과학적 설명은 설명 접근으로 명명하였다.
③ 설명 접근, 예측 접근과 마찰력 관련 학생의 어려움
연구자는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 조교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마찰력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흥미로운 어려움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공 역학 교재 중의 하나인
Symon(1971) 역학책의 1장의 연습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문제
는 그림 Ⅱ-15와 같다. 이 문제는 실제로는 글로만 제시되어 있고, 그
림은 연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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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curve in a highway of radius of curvature r is banked at an angle
 with the horizontal. If the coefficient of friction is  , what is
the maximum speed with which a car can round the curve without
skidding? (Symon, 1971, p.19)

그림 Ⅱ-15. 기울어진 도로를 회전하는 자동차

이 문제는 뉴턴 역학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가 주목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찰력의 방향이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의아해
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서 마찰력의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 왜 마찰력의 방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동차의 속도에 의존하는가?)
속도에 따라서 자연이 마찰력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끼워 맞추는 느
낌이 든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한마디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운동)
마찰력의 방향(힘)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마
찰력이 자동차의 속도를 어떻게 알고 ‘현명하게도’ 마찰력의 방향을 잘
바꾸느냐는 것이었다. 처음 이 어려움을 접했을 때, 연구자는 학생이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빗면의 각도와 자동차의 속도를 알기 전에는 마찰력의 방향을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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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힘의 방향을 먼저 완벽하게 결정
한 후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복된 문제 풀이
를 통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먼저 그려서 자동차에 작용하
는 힘을 먼저 표시하고, 그 힘들의 합력을 통해 운동을 결정하는 경험을
많이 해왔다. 따라서 학생들 본인은 이 문제도 마찰력의 방향을 먼저 그
려놓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마찰력의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자동차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
던 것이다.
고전역학은 힘이라는 원인에 의해 물체의 운동이 결정된다는 인과적인
사고를 가정한다. 그런데 자동차의 속도를 알아야 마찰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인과적 사고에 의하면 마찰력이라는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물체의 운동
이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처럼 고전역
학의 인과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비슷한 논의가 앞서 논의한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
다. 즉, 일반적으로 고전 역학에서는 ‘힘’에 대한 모형이 완성되어 있다
고 가정하고, 그 운동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은 힘이
원인이고, 운동이 그 결과라는, 인과론적 예측 접근에 더 익숙하다. 하지
만 그림 Ⅱ-15의 문제 상황에서는 처음에 마찰력의 방향을 완전하게 주
지 않았고, 따라서 물체의 운동을 소전제로 하여 마찰력의 방향을 결정
해야하는, 설명 접근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에게 설명
접근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해주었어도, 여전히 학생들이 자신의 어
려움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설
명 접근을 통한 설명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보다는 마치 정답을 알고 끼
워 맞추는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겪는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
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은 정지마찰력 상황에서, 마찰력이
어떻게 외력과 정확히 같아지도록 작용할 수 있는지(Reichert, 2001),
두 상자를 쌓아 놓고 아래 상자만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외력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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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연이 어떻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것인지, 운동 마찰력이 작용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Ludwigsen & Svinarich, 2009) 학생들
이 의아해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기작이 일어나는 원인을
교수자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
고, 그 원인을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찰력은 일상생활에서의 뉴턴 역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힘인데도 불
구하고, 마찰력의 주제로 깊이 있게 연구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그리고 마찰력 연구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찰력 개념에 대한 연
구에 그치고 있다(이기종 & 윤석진, 1999; 홍성욱, 2010). 이에 반해
마찰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한 해외의 연구들은 보
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이
들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마찰의 현대적 연구에서처럼 미시 세계와 거
시 세계의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한다. 이들은
우선 마찰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마찰에 대한 미시 세계 모형의 변화
나, 학생들의 미시 세계에 대한 이해부터 조사한다(Besson et el.,
2007; Besson, 2012; Corpuz & Rebello, 2011a; Corpuz & Rebello,
2011b).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던 모형을 수정하도록 장려한다(Corpuz, 200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앞서 논의한 과학자들이 마찰력 연구를 수행할 때 일어나는 과정
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이 경우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화하기 위한 초
점은 ‘모형화 활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4(6장)에서 제
시할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 활동은 ‘모형화 활동’ 보다는,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의 해석학
적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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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전공 역학 문제 풀이의 조별 상호작
용에서 리더의 역할1)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은 개인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며,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특히 개인과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Driver & Oldham, 1986). 그들은 학습공동체가 능력이 부족한 학
습자들이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Hassard,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들 사이의 조별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지
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별 상호작용의 중
요성은

Vygotsky(1978)가

제안한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개념으로부터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근
접발달영역내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는

조별

학습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ygotsky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동료는 아동의 근접발달영역에 결정
적 역할을 하고(Driscoll, 2005), 또한 그들의 근접발달영역은 조별 상호
작용에 의해 보다 확장될 수도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별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한

협동학습과

같은

교수법을

개발했다(Aronson

&

Partnoe, 1997; Johnson & Johnson, 1999; Kagan, 1994; Slavin,
1980). 최근 물리교육분야에서는 조별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수법으로
Mazur(1997)의 Peer Instruction과 같은 것이 개발되기도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별 상호작용이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
1) Ⅲ장 (연구 1)의 주요 내용은 ‘Ha et al. (2009). Emerging Role of primary leader in
Group Interaction with Mechanics Problems During Upper-level Mechanics Cours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9(3), 291-303.’
의 내용을 번역,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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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Acar & Tarhan, 2008; Heller et al., 1992), 그 역동적인 상호작
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ianchini, 1997; James,
2006). 그러나 과학 교육에서 조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
족하며, 무엇보다 조별 상호작용의 내적 과정을 충실히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Enghag et al., 2007).
조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조의 크기(Alexopoulou
& Driver, 1996), 구성원의 성별(Alexopoulou & Driver, 1997), 구성
원의 능력(임희준 등, 1999), 자리 배치, 역할 분배, 교과서의 사용, 개
인 시험 및 조별 시험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eller &
Hollabaugh, 1992). 이와 같은 조별 상호작용은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조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조별 상호작용에서
조원들의 역할에 특별히 관심을 둔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조원들의
역할을 학습자와 학습 촉진자의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거나(Horn,
1998), 학습자, 학습 촉진자, 리더의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Stamovlasis et al., 2006).
조별 상호 작용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Bianchini,
1997).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질문자, 수용자, 설명
자, 반박자, 개시자, 전개자, 종결자 등 다양하다(하은선, 2008). 일반적
으로 조별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할들 중 리더가 조별
상호작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
구자들이 리더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다(Li et al., 2007; Richmond &
Striley, 1996; Yamaguchi, 2001).
Stamovlasis et al.(2006)은 리더를 정답이나 설명을 먼저 제안하거
나, 토론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p.556). 하지만 연구자들
은 어떤 특정한 학생이 처음 리더의 역할을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고정적
으로 계속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학생이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보았다(Stamovlasis et al., 2006). 따라서
Li et al.(2007)은 리더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리더가 하는 역할(턴을
관리하고, 주제를 조정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고, 토론을 계획 및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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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승인하는 등의 리더십 행동들), 즉 리더십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Li et al.(2007)은 리더십은 리더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조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더라는 용어 대신, 가장 많은 빈도의 리더
십 행동을 보이는 조원을 ‘주된 리더(primary leader)’라는 용어로 지칭
했다. ‘주된 리더’의 리더십은 조별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주된 리더가 보이는 리더십 양상에 따라 조별 상호작용의 본성이 결정되
므로, 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Richmond & Striley, 1996).
한편, 조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김혜
심 등, 2006; 유은희 등, 2008; 이은경 & 강성주, 2008; 이현정 등,
2008; 성숙경 & 최병순, 2007). 그 연구들은 일상적인 교과학습의 다양
한 실험실 상황이나(김혜심 등, 2006), 과학 탐구 실험 상황(성숙경 &
최병순, 2007), MBL 실험 상황(유은희 등, 2008), SWH의 적용 상황
(이은경 & 강성주, 2008), 그리고 몸물리 활동(이현정 등, 2008)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조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내
려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의 연구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범주를 분
류하거나 범주에 따른 빈도수를 세는 양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다
양한 상황에서 조별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조별 상호작용의 변화를
찾으려 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관찰했
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별 상호작용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
으며, 특히 한 학생이 하는 역할에 따라 조별 상호작용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학생은 Stamovlasis et al.(2006)과 Li
et al.(2000)이 정의했던, 가장 많은 리더십 행동 보이는 주된 리더라고
할 수 있었다. 이후의 논문에서는 주된 리더의 역할을 한 학생을 리더
로, 나머지 조원들은 조원으로 명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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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별 상호작용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
나며, 그 역할이 조별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된 리더의 역할을 주로 설명자의 역할로 한
정하고, 또 그의 역할이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된다고 생각한 선행연구들
에 비해, 주된 리더가 상황에 따라 촉진자, 평가자등 다양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 장의 연구는 한 조에 대한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 이 연구의 리더가 다른 조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도, 또 리더가
이 연구에서 발견한 역할들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
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리더와 조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즉, 문제풀이 상황의 맥락이나, 개념을 토론 하게 하는 맥락, 실험실
에서의 맥락등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 장의 연구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조원들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도 조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맥락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는 전공역학을 수강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조별 활동을 위해 전공 역학 수강생들을 3~4명으로 구성된 8개의 조로
나누었다. 학생들은 매주 조별 문제에 대한 과제를 받았으며, 수업 시간
외의 오프라인 조별 모임에서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조별 문제를 제출 하
도록 하였다.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다른 조원들과 함
께 논의한 후 문제를 풀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을 가졌다. 한편, 전공 역학 수강생 중 재수강생 8명은 각각의 조에 나
누어 배치하였으며, 그들이 조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무작위로 각 조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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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조별 모임의 간략한 배경
모임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

날짜

주제

토론 시간

’08.03.12

경사진 빗면을 도는 자동차

1:24:59

’08.03.19

도르래를 이용하여 자신을 들어올리기

39:48

’08.03.26

용수철

37:26

’08.04.16

인공위성

44:06

’08.05.21

용수철-두 물체

59:45

’08.05.28

컨베이어벨트

44:26

’08.04.13

용수철-두 원판

․

’08.05.18

두 행성의 인력

․

연구자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 종류의 검사
를 실시했다. 그것은 각각 동기 검사(motivational beliefs)(Pintrich &
De Groot, 1990), 과학적 태도 검사(scientific attitude)(김효남 등,
1998),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의 물리 기대 검사(Maryland physics
expectations survey)였다(Redish et al., 1998).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동기 점수는 높고, 과학적 태도 점수는 다양한, 세 명의 학생(승민, 태
윤, 대진, 모두 가명임)을 한 조로 구성하였고, 이들을 초점그룹으로 정
했다(Patton, 1990). 이렇게 조를 구성한 이유는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동기 점수가 높은 세 명의 학생들이 조별 모임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고,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가 조별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 명의 학생들이 모두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우리는 과학적 태도와 조별 상호작용의 관계는 찾을 수 없
었다.
표 Ⅲ-1은 자료를 수집했던 초점그룹의 모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1에서 주제 범주는 학생들에게 내 준 조별 문제
를 구분하기 위해 조별 문제 상황에 맞게 간략하게 이름 붙인 것이다.
학생들의 모임은 정규 강의 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루어졌다. 여섯 번의 오프라인 모임은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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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모임 이후에는 비디오 녹화에 적응하여 녹화에 따른 어색한 행동은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일정상, 학생들이 모두 모이기가 곤란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 때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했다. 여기서 실시한 두 번의
온라인 모임은 채팅 형태의 모임이었는데, 온라인 모임에서는 비디오 자
료 대신 학생들이 채팅으로 작성한 글을 수집했다.

표 Ⅲ-2. 리더의 대표적인 역할을 관찰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문제
용수철 문제
상자에 용수철이 연결된 여러 상황이 있다. 각각의 상황에서 문제가 요구하
는 것을 구하시오.
① 질량이 인 상자에 용수철을 연결시키고 평형점에서 각각 와 만큼 당
긴 후 진동시켰다.





만큼 당긴 후 진동시켰을 때와 만큼 당긴 후 진동시켰을 때 다음의 물
리량들을 비교하시오.(진폭, 주기, 진동수, 최대운동에너지, 최대위치에너지)
② 그림은 질량이 인 상자에 용수철 상수가 인 용수철 두 개가 연결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서 상자가 진동할 때의 주기를 구하라.
A

B

③ 그림과 같이(오른쪽 그림) 용수철 상수가 인 용수철을 절반으로 자르고
질량이 인 상자에 연결시켰다. 이 상자를 진동시켰을 때 주기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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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문제
물동이를 돌리면 물이 바깥으로 쏠린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원운동을 하는
데도 그 안에 실려 있는 물체가 바깥으로 쏠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수철-두 물체 문제
① 질량이 인 물체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용수철 상수 인 용수철의 끝에 연
결되어 있다. 이 물체가 평형상태로부터 변위 의 위치에 있을 때, 변위
가 만족하는 운동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운동의 주기를 구
하라.
② 질량이 각각  과  인 두 물체가 용수철 상수 인 용수철의 양 끝에 연
결되어 직선 위에서 진동하고 있다. 질량  과  인 물체가 각각 평형 상
태로부터 변위  와  의 위치에 있을 때, 변위  와  가 만족
하는 운동방정식을 구하라. 또한, 이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운동의 주
기를 구하라.
③ ①과 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②의 결과로 ①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왜 그런가? 또한, 이 문제에서 구한 운동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들을 기술하라.

연구자는 또한 세 명의 참여자에 대해 조별 모임, 다른 조원들, 조별
토론의 효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도 수행했다. 평균적인
면담 시간은 한 학생 당 한 시간 정도였다. 모든 면담 데이터는 녹음되
었으며, 전사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문헌 자료로 각각의 참여자들이 작
성한 주간보고서와 학생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역학 학습 상황과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등을 자유롭게 기술한 ‘나의 역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 그리고 조별 모임에 대한 설문지도 수집했다. 여기서 주간보고
서는 학생들이 매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Etkina에 의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Etkina, 2000). 그리고 조별 모임에 대한 설문지는 학생들이
조별 모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그들이 조별 모임을 잘 수행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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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우리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시도했다
(Merriam, 1998; Mills, 200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의 말차례를
턴으로 표현하였다. 즉, A가 의견을 말하다가, B라는 학생이 A의 의견
이후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표현하여 발언권이 넘어 갔을 때, A의
말차례를 1턴으로 표현했다면, B의 말차례는 2턴으로 표현하였다. 턴은
본 논문의 연구 1(3장)과 연구 4(6장)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초점그룹의 학생들 중 한 명의 학생이 조별 상호작용에 많
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그 학생을
주된 리더라고 판단하였고, 그 학생으로부터 세 가지 다른 문제 상황에
서 세 가지의 다른 리더십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토론을
통해 리더에 대한 범주화의 타당성을 각각 검증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의 세 가지의 다른 대표적인 리더십 형태
는 ‘용수철 문제’, ‘인공위성 문제’, ‘용수철-두 물체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Ⅲ-2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보여
준다. ‘용수철 문제’와 ‘용수철-두 물체 문제’는 다소 정량적인 문제로,
‘인공위성 문제’는 정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리더는 승민이었다. 조별 모임을 관찰한 결과 승민이는
문제 풀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었다. 물론, 다른
조원들도 경우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승민이가 가장
많은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승민이를 주된 리더라고 이름 붙
이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본 절에서는 리더의 주요 역할별로 조별
상호작용을 서술하고, 리더의 역할과 참여자들의 지평의 관계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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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3.1. 설명자로서의 리더
다음은 용수철 문제에서 리더가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의 조별 상호작
용의 예시이다.

턴

이름

1

태윤

자. 자. 빨리 풀어.

2

대진

승민이 네가 풀어야 될 것 같다.

3

태윤

질량이 인 상자에 용수철을 연결시키고 평형점에서 각각 와

토의 내용

만큼 당긴 후 진동시켰다. 만큼 당긴 후 진동시켰을 때와
만큼 당긴 후 진동시켰을 때 다음의 물리량들을 비교하시오.
표로 그리자.
4

승민

그러면 진폭은 2배고, 가 두 배고, 주기는 똑같고, 진동수는
똑같고, 최대 운동에너지는 4배.

5

태윤

그렇네. 끝.

6

승민

네.(하하)

7

태윤

동의해

8

승민

2번으로 넘어갈까요?

9

태윤

동의하니?

10

대진

네
……

178

승민

길게 되어 있는 건 루트 2배만큼 주기가 늘어나고

179

태윤

응?

180

승민

주기가 루트 2배만큼 늘어나고

181

태윤

왜?

182

승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가 이분의 가 되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거리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절반 늘어나고, 절반 늘어나고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인거 하나만 있을 때보다 힘을 절반만 들인다
고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183

태윤

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예를 들어 이게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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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다고 하면  ×        ′ 이잖아. 여기서 ′는 


 
184

대진

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에너지 관계에서
힘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요. 힘이 F가 있고 F가 있을
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결과적으로 힘이 먼저 것의 2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한 개
의 힘으로. 어. 두 배의 길이를
……

224

승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얘가  만큼 늘어나고, 얘가  만큼
늘어나고, 얘가 만큼 늘어난거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되
고     , 두 개의 용수철 상수가 같으니까    로 같다
고 하면요.      인데,  은 힘 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계
산을 수행한 후) (다음과 같은 수식을 써가며 설명하고 있다.)

225

태윤

응. 응. 동의해.

226

승민

네. 이렇게 될 거 같아요.
……

236

승민

네. 된 거 같아요.
(용수철 문제)

학생들은 1~10턴까지는 용수철 문제-①2)을, 178~236턴에서는 용수
철 문제-②-B를 풀고 있다. 학생들은 용수철 문제-①은 쉽게 해결했지
만, 용수철 문제-②-B를 해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
수철 문제-②-B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용수철 문제-③도 용수철 문제-②-B와 똑같은 방법에 의해 풀 수 있
2) 용수철 문제-① 은 표2의 용수철 문제에서 첫 번째 부분 문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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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턴에서 태윤이는 다른 조원들에게 문제를 빨리 풀도록 독촉한다. 태
윤이는 종종 이런 식의 조별 모임을 조절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2턴에
서 조원들 중 아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때,
승민이가 하는 역할을 잘 알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원들은 우선 승민
이의 생각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
계, 즉 문제 풀이의 시작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4턴에서 승민이
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것이 다른 조원들이
그들 고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승민이가 다른 조원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할만한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정답을 말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5, 7, 10턴에
서 태윤이와 대진이가 단순히 승민이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태윤이와 대진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
법이나, 승민이의 의견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후 태윤이와 대진이는 조별 활동 과정에서 쉬운 문제가 있어도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178턴에서 승민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용수철 문제-②-B의 정답을
제안한다. 승민이의 결론만 듣고는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윤이
는 179턴과 181턴에서 승민이에게 더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182턴
에서 승민이는 178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용수철이 하나만 있을 때보
다 같은 거리를 늘릴 때의 힘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용수철 상수도 절반
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을 하지만, 자신의 설명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
다는 것을 느꼈다. 승민이가 잠시 생각하는 사이 183턴에서 태윤이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하지만 다른 조원들은
태윤이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84턴에서 대진이가 다른 아
이디어를 제안하지만 아직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자신의 의견을 다른 조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184턴
이후 승민이는 조별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고민하기 시
작한다. 결국 224턴에서 승민이는 수식을 이용하여 문제의 정답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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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225턴에서 태윤이는 승민이의 의견에 동의하며, 236턴에서 승민
이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서의 용수철 문제 상황에서 승민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가 하는 역할을 우리는 설명자라고 명명
하였다. 한 학기 동안의 모임에서 이런 형태의 조별 상호작용이 가장 빈
번하게 일어났다.
승민이 외의 다른 조원들도 문제 풀이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의견을 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조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
지 못했고, 자신들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지도 못했다. 이 상황에서 조
원들의 상호작용은 제한되고, 다른 조원들은 단순히 리더의 의견에 동의
하거나 부정하는 등 간단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다른 조원들은 자신
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즉, 승민이가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 다른 조원들의 의견은 조의 공통 담론 속에서 논의할 기
회와, 그로부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
례에서 승민이도 자신의 의견을 다른 조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발전시
켜 나가지 않고 혼자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리더가 설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
다. 리더가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 다른 조원들은 옳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리더도 다른 조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자
신의 의견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정교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승민이가 처음에 자신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다
른 조원들이 납득하지 못하자,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이 상황에서 조별 상호작
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에만
의지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학생들은 자
신들의 의견을 그들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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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촉진자로서의 리더
우리는 인공위성 문제에서 리더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서 승민이는 처음부터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었고, 대진이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진
이는 승민이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 대진
이가 이 문제 상황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생각해봤는데 지구를 도는 케이스랑 물동이를 돌리는 거랑, 예(인공위
성)의 경우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똑같은데 예(양동이)의 경우에는
원심력이 더 세다는 소리잖아. … 이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
아. 원래 가져야 되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상식적으로 빨리 돌리면 돌
릴수록(바깥으로 쏠리는거야) (대진이의 처음 생각)
즉, 대진이는 양동이의 경우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크므로, 물이 밖으
로 쏠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진이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다
음의 인공위성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조별 토론의 내용을 살펴 보자.

턴

이름

142

승민

143

대진

원심력이 더 크니까.

144

승민

원심력이 더 크다는게 무슨 말이죠?

145

대진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는 말이야.

146

승민

그럼 양동이는요?

147

대진

양동이의 경우에는. 그까. 만약에.

148

승민

네 좋아요. 그러면 물.

149

대진

원래 양동이가, 양동이가 그니까. 속도가, 그니까. 양동이가

토의 내용
그까.

지금 속도랑,

중심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왜 쏠리는

거에요? 왜? 왜 쏠린다고 생각해요?

속도가.
150

승민

잠깐만요.

물이.

만약에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크다면

왜

바깥쪽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떻게 돌고 있는

- 122 -

151

대진

거죠? 바깥쪽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빠른 속도 때문에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52

승민

왜요? 빠른 속도가 무슨 상관? 그까.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힘이 한쪽이 더 크다면 당연히 튕겨 나가야 될텐데
어떻게 안 튕겨나가고

있죠? 왜요? 얘가 이리로 힘을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곧 구심력이 돼서 이거랑. 이게 구심력이
153

대진

돼서 결국에는 물을 돌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물통은 잡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안에 물은 잡히지 않았으니까 빠져 나가려는거야

154

승민

네. 지금까지 그게 제가 계속 설명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부다

똑같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26:57)
……
160

승민

아니죠. 물자체는 이제.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물자체는 처음에는 이쪽으로 속도가 있다면요. 처음에 속도가
있었다고

해봐요.

물이

양동이와

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양동이랑 같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고리를 걸어서
돌린다고 하면요. 그전까지 예는요. 브이제곱 있었는데 얘를
돌게 해주고 싶으면 우리가 알분의 엠브이 제곱만큼의 힘을
이쪽으로(구심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 힘 자체를
양동이가

전부다

얘를(물을)

밀면서

힘을

주는거죠.

딱

이만큼의(원심 방향을 가리키며) 힘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돌 수 있는거죠.(침묵) 그러니까 뭐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무조건 얘는 돌고 있으니까 균형이 맞는건데 그 힘이 뭐에
해당하냐면 이 물의 경우에는 얘가 미는 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바깥쪽으로 쏠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를 미는게 아니라 중력이 지구의 중력이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해서

구심력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디로

쏠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물
입자를 실을 매달아서 돌릴 수 있으면 얘네도 서로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받겠죠.
(인공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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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승민이와 대진이는 모두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자
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처음에 두 학생들은 상대의 의견을 부
정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했다. 이후 승민이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하는 대신 대진이에게 대진이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했다. 142, 144,
146, 148, 150턴에서 승민이가 대진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147, 149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진이는 승민이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서 승민이가 대진이에게 질문을 한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대진이의 생각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민이는 대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이 틀
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다. 다음의 면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승민이가 토론 과정에서 의도했던 바를 알 수 있다.

인공위성 문제의 경우 처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
정에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어떤 식으로 해
야지 더 쉬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
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계속 질문을 던진 이유는 대진이의 생
각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생각을 잘 못 하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
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어디가 잘 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
은 이유는 보통 그런 것은 자기가 이해해야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경우는 남들
이 그게 옳다고 해도 어차피 스스로 처음부터 생각해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어요. (승민과의 면담, ’08. 7.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이 문제 상황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승민이는 처음부터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142~150
턴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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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대진이에게 대진이의 의견에 대한 질문
을 던졌다. 승민이의 질문은 대진이가 스스로 그의 실수를 깨닫고, 올바
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153턴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대진이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표현으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
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리더가 다른 조원이 스스로 정답에 이를 수 있
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촉진자라고 명명
하였다.
이 문제에서 두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대진이에게 뿐만 아니라 승민이
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승민이는
첫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와 다르게 다시 자기 자신만의 언
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160턴). 이 부분에서 승
민이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것, 특히 물 입
자 하나 하나를 실로 매달아 돌린다는 표현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러한
표현은 대진이에게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승민이에게도 잘 이해될만한
주장이었다.
다음 면담 결과로부터 대진이가 승민이의 이 마지막 의견을 어떻게 생
각했는지 알 수 있다. 대진이는 인공위성 문제를 다룬 이 조별 모임이,
다른 조별 모임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벽하게 납
득할 수 있었던 모임이었다고 생각했다.

승민이의 최종 설명처럼 손에 잡히는 설명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
는 편이에요. 그 자리에서 납득을 한 문제는 그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진이와의 면담, ’08. 7. 2)

3.3. 평가자로서의 리더
우리는 용수철-두 물체 문제에서 리더의 세 번째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용수철-두 물체 문제-①을 풀 때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용수철-두 물체 문제-②를 풀 때는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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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태윤이와 대진이는 용수철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나뉜 후
의 한쪽 부분만의 질량 중심을 고려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은 실제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이 생각을 승민이에게 제안했지만,
승민이는 대안적인 의견 제시 없이 그냥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고 반응했다. 다음 대화 상황으로부터 용수철-두 물체 문제에 대한 태
윤이와 대진이의 생각과 그에 대한 승민이의 반응을 알 수 있다.

턴

이름

156

태윤

157

승민

아니. 그게 아니라 요  만 생각한다고.
어떻게요?

158

태윤

여기가 그냥 고정된 벽이라고.

159

승민

어떻게 그렇게 하죠?

160

태윤

그까 여기가 예를 들어 어떤 영향을 주잖아. 이만큼. 예를 들어

토의 내용

이 벽이. 용수철이 얘를 이 만큼 당기는 만큼 다시 밀어줘야
똑같이 정지해 있을거 아냐. 질량 중심이 유지되 있을거 아냐.
질량 중심의 위치가. 받는 힘과 주어진 힘이 같아진 만큼.
161

승민

그렇게 하면 안 될거 같은데.
(승민이 질량 중심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식을 따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봄)(각각의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함.)(셋 다 각자
생각에 빠졌음.)
……

185

대진

물체가. 이 쪽이. 그 뭐지? 얘의 길이가 얘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거잖아.

186

승민

네.

187

대진

그까 얘를 가운데 0으로 놓고, 얘를  ,  ,  라고 하며는,

188

승민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이 나올 수 있잖아.
네.

189

대진

그치? 그러며는 여기 질량 중심이 있다고 치고. 그러며는 이
길이를 보며는 이걸로 보고, 그까 이쪽 길이가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 전체길이에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냐.
그까 이 길이에 따라서 탄성계수를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용수철 상수가 가 있다고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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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승민

탄성계수를 왜 쪼개서 해야 되죠? 근데?

191

대진

그러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랑  로 쪼갤 수 있다며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지

192

승민

않을까?
근데 쪼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193

대진

만약 있다면. 있다면 이럴 수 있지?

194

승민

근데 못 쪼갤 거 같은데요?
(용수철-두 물체 문제)

156, 158, 160턴에서 태윤이는 승민이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다. 그러나 157, 159, 161턴에서 승민이는 태윤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161턴 이후 학생들은 10분간 아무 말 없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다.
185~194턴에서 태윤이와 승민이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과정이 대진이
와 승민이 사이에서 일어난다. 190, 192, 194턴에서 승민이는 대진이의
의견을 부정한다. 결국 194턴 이후 학생들은 문제 풀이를 위한 어떤 아
이디어도 제시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승민이의 부정이 다른 조원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
키는데 방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서 태윤이와 대진이는
리더로 생각하고 있던 승민이가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감
을 잃고 자신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승민이는
단순히 다른 조원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을 뿐, 반대하고 있는 근거나,
다른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별 모임이 종료될
때까지,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조원 3명 중 2명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리더의 부정에 의해 그들이 자신들
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점으로부터 리더가 조별 토론에 미
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논의한 인공위성 문제 상황과 용수철-두 물체 문제 상황은
뚜렷이 구별된다. 승민이가 다른 조원들에게 질문하는 형태는 두 문제
상황들에서 비슷했다. 하지만 두 문제 상황에서의 질문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인공위성 문제 상황에서의 질문은 리더인 승민이가 이미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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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알고 있었고, 대진이가 스스로 정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용수철-두 물체 문제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른 조
원들의 의견에 대한 그의 직관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용수철-두 물체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 상황들과는 다르게, 승민이가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조
원들에게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다른 조원들의 의견
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 경우 리더가 다
른 조원들의 역할을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여 평가자라고 명명했다.
비록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승민이는 이 문제가 흥미
로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다음 면담 결과로부터 우리는 승민이가 이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수철-두 물체 문제의 경우는 재미있었다. 실제로 수업 중에 그런
식으로 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모호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다. (승민과의 면담,
’08. 7. 2)

3.4. 리더의 역할과 참여자들의 지평
본 연구의 여덟 번의 모임에서 리더는 대부분 설명자의 역할을 수행했
고, 촉진자와 평가자의 역할은 한 번씩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참여자들의 지평의 관점에서 특히 각
학생들의 자신감과 적극성, 표현력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승민이는 연구에 참여할 때 스물 두 살의 남학생이었다. 그는 물리학
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물리학을 잘한다는 자신
감이 있었으며, 조별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
확하게 잘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리학에의 자신감으로
승민이는 본인 스스로도 가장 많은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조원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별 활동에 매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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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했다.
태윤이는 연구에 참여할 때 스물 여섯 살의 남학생이었다. 태윤이는
조원들 중 가장 연장자였으며, 조별 모임 과정에서 “빨리 하자, 시간이
별로 없어”와 같은 조별 모임을 조정하는 발언을 자주하고, 학생들이 원
활히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
윤이는 자신의 의견에 자신이 없거나 다른 조원들이 자신보다 문제를 풀
기 위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조원들
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대진이는 연구 참여 당시 스물 네 살의 남학생이었다. 대진이는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은 생각을 정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
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특성으로 그는 주로 다른 학생의 의견
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진이는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
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조별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많은 경우 조원들은 승민이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음의 면담 결과를 통해 각 조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조원들이
왜 승민이의 설명에 의존하는 형태의 조별 상호작용을 주로 하게 되었는
지 생각해 보자.

표 Ⅲ-3. 참여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
면담자
대진

승민

특성
승민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물리 공부를 잘했던 것 같다. ……
해결(끝까지 결론을 내는 것)은 주로 승민이가 많이 한 것 같다.
나는 틀리든 말든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원래 말을 잘 표현하는
성격이다. 틀리는 것을 신경 쓰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을 아예
안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태윤이 형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선배라는 것을 너무 의식

승민

하는 것 같다. … 태윤이 형의 경우는 틀릴까봐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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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확신할 수 있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 자신감 없어하는 표현
태윤

은 의도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저 던져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학은 안 그런데 물리는 함부로 의견을 못 말한다. 왠지 쪽
팔릴 것 같고,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하지

대진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 자신감 없어하는 말투는 내 생각이
크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들으라는 것을 표현하는

태윤

것 같다.
대진이는 자신감 없게 얘기한다.

승민이는 자신이 물리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별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조별 토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는
대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승민이가 물리학을 잘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승민이가 말하는 것처럼 승민이 자신이 원래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성격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 본 연구에서 승민이가 설명자의 역할을 주
로 하게 된 것에는 이처럼 승민이의 지적, 정서적 측면이 크게 작용했
다.
한편, 태윤이는 조별 토론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한 것 외에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은 많이 제시하지 않았다. 승민이는 이에 대해
태윤이가 선배라서 틀릴까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태윤이는
자신의 자신감 없는 태도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윤이는 승민
이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도 의도
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승민이가 먼저 생각을 말하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승민이의 생
각이 가장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주로 의견을 먼저 말하게 한 거였어
요. 승민이가 말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맞다고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그냥 의견 교환만 하면 되지 처
음에 그 의견을 꼭 내가 꺼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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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의 면담, ’08. 6. 25)
대진이의 경우도 자신감 없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 흥미롭게도 대진이
도 태윤이와 마찬가지로 자신감 없는 태도로 말하는 것에 대해 다른 조
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대진이는 물리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가 부끄러워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승민이가 조별 토론을 주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로 말하게 된 것에는 승민이의 적극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
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
성원 개개인의 물리학에 대한 지식 및 그로 인한 자신감, 혹은 성격적
측면이 승민이가 주로 설명자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다.
한편, 본 연구 상황에서 인공위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에
서 조원들 사이의 지평의 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이다.

표 Ⅲ-4. 지평이 융합되지 못한 면담 내용
면담자

면담 내용
대진이의 경우 생각은 잘 하는데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은 잘 하는데 잘 못 푸는

승민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엄청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해서 신기했다.
대진이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잘 할 것 같다. 하지만 비교
적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했다.
역학을 처음 들었어도 일반 물리 수준의 개념을 묻는 문제(마찰력,

태윤

컨베이어벨트 문제)에서는 토론을 잘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운동방
정식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위에서 떨어뜨리는 물체, 용수철이 달
린)의 경우는 역학을 처음 들었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승민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물리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설

대진

명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 승민이의 대부분의 설명을 그 상황에
서는 잘 못 알아듣는 편이었지만 자꾸 물어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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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때는 다른 사람이 이해를 잘 하는 것
대진

같은데 본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이다.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식이라 그런 것
같다. 약간이라도 비약이 있으면 거기서 멈춘다.

면담 내용을 보면 태윤이와 대진이는 수식적이고 정량적인 설명보다는
개념적이고 정성적인 설명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윤이가 운동방정식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통해 접
근해야 하는 문제의 경우 더 토론을 잘했을 것 같다고 언급하거나, 대진
이가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승민이의 경우는 정량적인 설명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것은 승민이가 용수철 문제에서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에
서 잘 드러난다.
결국 리더인 승민이와 다른 조원들은 처음부터 개념을 이해하는 맥락,
즉 물리학의 지평이 달랐다. 그래서 승민이는 대진이가 ‘뭔가 생각은 잘
하는데 (문제는) 잘 못푼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진이는 승민이의 대부
분의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편’이라고 했다. 서로가 가진 지평이 처음
부터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평의 융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기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문제’에서는 지평의 융합이 비교
적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공위성 문제 자체가 정성
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로 정량적인 설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평 자체가 정성적인 지평이었기 때문에 조의
구성원들도 정성적인 지평의 장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소극적이었던 대진이가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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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해석학적 논의
연구 결과 초점그룹에 대한 조별 상호작용의 관찰을 통해, 조별 상호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많은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주된 리더의
존재를 밝혀 낼 수 있었다. 본 연구 사례에서는 그 리더의 역할에 따라
조별 상호작용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의의 관심은 리더가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고, 리더가 문제 상황에 따라 설명자, 촉진자,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별 상호 작용은
리더가 촉진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활발했다.
Richmond & Striley(1996)는 포용형, 설득형, 소외형의 세 가지의 리
더십 유형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여섯 조에서 세 가지 다른 리더십
유형을 찾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그룹에서 리더가 정해지고
나면 그 리더는 항상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동일한 그룹으로 조별 모임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
황에 따라 리더가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요소 뿐 아니라, 교수자가 어떤
학습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조별 모임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조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결과이
다.
본 연구에서 조별 상호작용은, 인공 위성 문제 상황에서 리더가 촉진
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활발했다. 리더와의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리더와 상호작용하는 조원은 자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표현해야 했다. 리더와의 충분한
상호작용 결과 리더와 상호작용하던 조원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교화
하고 리더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은 리
더와 상호작용한 조원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논쟁의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교화 할 수 있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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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조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쉬
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부터 리더가 촉진자의 역할을 할 때, 조별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적절한 토론과 논쟁이 유도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
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논쟁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Chinn & Anderson, 1998; Newton et al., 1999). 예를 들면 Newton
et al.(1999)은 논쟁이 효과적인 과학 교육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고 주장했고, Chinn & Anderson(1998)은 토론이 학생들의 동기를 증
가시키고, 학생들의 추론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p.315). 본 연구에서 리더의 촉진자의 역할은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 적절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 학생들이 느낀 토론의 효과는 다음의 면담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
다.

개인적으로 조별 모임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다른 사람 생각을
들어보거나 나의 생각을 반박 당하는 것이... 저의 경우는 검증 없이
의견을 내뱉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게 가끔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맞으면 왜 맞았는지 알 수 있어서, 틀리게 되면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명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진이와의 면담, ’08. 7. 2)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촉진자의 역할에만 주목했지만, 인공위성 문제
에서 촉진자와 활발히 상호작용한 반론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반론자의 역할을 다루지 않았지만, 대진이의 반
론의 역할은 토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리
더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그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조원이 아무
런 반응이 없다면 그 리더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반론자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리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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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촉진자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
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반론자의 역할이 리더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
이라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리더가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와 상
호작용하고 있는 조원이 반론자 외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리더 외의 조원들은 인공위성 문제와 용수철-두 물체 문제에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히 표현하였다. 두 문제 상황 중에서
도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위성 문제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생
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정성적인 문제였다. 또한 용수철-두 물체 문제
에서는 리더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
에 다른 조원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할 수 있었다. 두 문제 상황 모두에서 조원들은 그들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지만, 리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인공위성 문제에서는 리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원들이 스스로 정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지만, 용수철-두 물체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더욱 발전된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했다.
과학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그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mke, 1990).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원들이 동등하게 조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성숙경 & 최병순, 2007). 이를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
의 문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학생들이 논의
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시하
지 못할 것이고, 한 명의 뛰어난 학생이 조별 활동을 독점하게 될 것이
다. 반면, 문제가 너무 쉽다면 학생들은 문제에 대해 도전해 봐야겠다는
의욕을 갖지 못할 것이고,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될
것이다.
한편, 리더가 조별 상호 작용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 때문에, 리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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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성숙경 & 최
병순, 2007).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리더의 역할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조별 상호작용에 다양한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진다면, 교실에서 교사에게 편중된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함과 동
시에 교사의 짐도 덜어줄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Li et al., 2007).
학생들의 긍정적인 조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교사
자신이 모범적인 리더가 되고, 리더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조별 학습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별 학습에서 학생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롤 모델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hepardson, 1996). 많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설명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설명자의 역할을 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 교사가 모범적인 리더의 역할을 할 때 학생들도 그를
본 받아 모범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활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탐
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많은 변인들이 조별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인들이 조별 활동의 내적 과정에 어떤 영
향을 주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조별 활동의 내적 과정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교실 수업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통해서 파
악해 볼 수도 있다. 해석학에서는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본인
과 타자 사이의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한다. 본인의 지평과 타
자의 지평이 넘나드는 순환 과정 속에서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지며, 이
를 통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학
적 순환 관계를 고려하면 리더가 수행한 역할에 따른 리더와 다른 조원
들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는 표 Ⅲ-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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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리더의 역할에 따른 해석학적 순환 관계 비교
리더와
조원의
상호작용
리더의
역할

설명자

평가자

촉진자

여기서 진한 화살표는 리더나 조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평이 상대방
의 지평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고, 연한 화살표는 상호작용은
있었지만 문제에 대한 해당 학생의 지평이 상대방의 지평에 별다른 영향
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Ⅲ-5에서 리더가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용수철 문제 상황) 리더는 다른 조원들에게 단순히 문제의 답을 알려
주거나, 또는 문제 풀이 과정을 수식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문제에 대
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다른 조원들에게 말해주고, 다른 조원들은
이를 수용한다. 하지만 조원들은 리더의 이런 의견에 단순히 동의만 할
뿐 자신들은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았
다. 한편, 리더가 평가자(용수철 두 물체 문제 상황)의 역할을 할 때는
다른 조원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리더는 이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일 뿐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
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리더와 조원 모두가
서로의 지평에 적절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리더가 촉진자의 역
할을 할 때(인공위성 문제 상황)는 리더와 조원이 서로의 지평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리더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의견을 조
원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조원도 리더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이 상황에서 리더와 조원은
다른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원래의 지평과 다른 상이한 지평을 만난 두 학생 모두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지평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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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더가 촉진자의 역할을 할 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지평
과 타자의 지평을 넘나드는 해석학적 순환의 체험을 통해 보다 깊은 이
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별 토론에서 리더와 조원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지평을 드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지평을 타자가 확인하게 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 본인이 자신의 지평을 보다 명확화 한다는 측면도
있다. 결국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평이
보다 분명해지며, 분명해진 자신의 선지평을 바탕으로 비로소 타자의 지
평을 넘나드는 해석학적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리더
가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는 조원의 지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
써, 리더가 평가자의 역할을 할 때는 리더의 지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해석학적 순환과 지평의 융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연구자는 연구 1을 수행한 후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조별 학습 과정
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문
제 풀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1의 조별 모임의 형태가 정답 지상주의를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답 지상주의는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정답에 이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답 지상주
의에 물들어 있는 교실 환경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
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답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문제 풀
이에 대한 토론 보다는 개념에 대한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1의 인공위성 문제에서 평소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던 대진이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물리학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라도, 조별 학습의 맥락
을 일상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줄 경우 적극적으로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토론의 장에 초대하기에 앞서 학생들 자신이 토론하는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선지평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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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들이 연구 2의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학습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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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전공역학강의에서 주간보고서를 활용
한 조별 토론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3)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은 다른 과학 과목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그러한 인식이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피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
다(김희경 & 이봉우, 2006). 따라서 학생들이 물리학을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
서 학생들이 물리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의 해소 방
안을 연구한 많은 연구물들이 있었다(권재술, 2004; 김희경 & 이봉우,
2006; 이승희, 2006; 전찬희 & 이경호, 2007; 정계삼 & 이경호,
2009).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학습하는데서 겪는 다양한
수학적인 어려움, 개념적인 어려움들을 조사했다(권재술, 2004; 김희경
& 이봉우, 2006; 이승희, 2006; 전찬희 & 이경호, 2007; 정계삼 & 이
경호, 2009).
한편,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
용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할 때 가지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Vygotsky, 1978; 1987). 국내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이고(강석진 등, 2004; 김희경 등, 2006; 성숙경 & 최병순, 2007; 이현
정 등, 2008), 전공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탐구 활동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3) Ⅳ장 (연구 2)의 주요 내용은 ‘하상우, & 이경호. (2009). 전공역학강의에서 주간보고서를 활용
한 조별 토론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새물리, 59(5), 379-391.’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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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강석진 등, 2004; 김희경 등, 2006; 성숙경 & 최병순, 2007; 이현
정 등, 2008), 평소 학교 수업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학습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논의할 주제
를 교사나 연구자가 직접 제공하였으며, 학생들 스스로 논의할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학습에 접목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협동학
습을 들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99; Kagan, 1994; Slavin,
1980).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협동학습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체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학습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했다

(Johnson & Johnson, 1999; Kagan, 1994; Slavin, 1980). 하지만 협동
학습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대체로 외적 보상이나 팀 간 경쟁 등 외적인
동기를 활용한 방법에 대한 것이고, 학습 자체의 내적인 동기를 활용한
협동학습 방법에 대한 것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학생들의 질문은 그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방
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김성근 등, 1999a; 김재우 & 오원근, 2002; 이명숙 등, 2004;
Chin & Brown, 2002; Maskill & de Jesus, 1997). 특히, 학생들은 교
사의 질문보다 자신들의 질문을 보다 더 열심히 탐구하기 때문에 학생들
의 질문은 그 자체가 강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White &
Gunstone, 1992). 또한 학생들의 질문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와 긴밀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주제(혹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Maskill & de Jesus, 1997). 이처럼 학생들의 질문은 그들의 학습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차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김성근 등, 1999b). 하지만 질문법에 대한 많
은 연구들이 주로 학생들의 질문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문 속에
담긴 구체적인 과학 내용을 살펴보거나, 질문의 활용과 해소과정에 관해
자세히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질문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실제 교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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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구두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 질문에 대한 대안
으로 쓰기 질문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쓰기 질문은 구두 질문을
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평상시 수업
에서 아주 조그만 변화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askill & de Jesus, 1997). 그리고 쓰기 질문은 성격이 내성적인 학
생들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쓰기를 활용한 질문 제시 방안의 한 가지인
주간보고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 중 주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주요 개념
들을 좀 더 포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강훈식 등, 2006; Etkina, 2000). 따라서 주
간보고서와 조별 토론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간보고서의 질문을 활용한 조별 활동을 구성하고 실
행하면서 전공역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리고 새로운 토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별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내적인 동
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 주간보고서에 제기한 질문을
활용하여 조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
들이 질문하는 활동과, 자신이 제기한 질문을 조별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맥락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범대학 2학년 전공 역학2 강의에서 진행되었다.
이 강의는 역학1 강의의 후속 강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중력, 비관성 좌표계, 라그랑지안 방정식, 해밀턴 방정식, 강체의
회전운동, 오일러 방정식, 팽이의 운동, 미세진동 등이다. 역학2 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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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내용들은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역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역학1 보다 역학2가 더 어렵다고 느낀
다. 그리고 역학1 강의는 전공 필수 과목이지만 역학2 강의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2의 수강생 수가 역학1의 수강생 수보
다 상대적으로 적다. 역학1 강의는 보통 25명 내외, 역학2 강의는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수강하며, 본 연구가 이루어졌던 2008년 2학기에는 6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 교재는 Symon 역학
3판으로 본문에서 수식전개과정 중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 많고 다루는
내용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 학생들은 교재내용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Symon, 1971).

표 Ⅳ-1. 교수자들과 학생들의 활동 및 관련 자료
시간

교수자들의 활동

학생들의 활동

관련 자료들

월

강의

조별 발표(6)

·

수

강의 및 조교의 문제 풀이

조별 발표(6)

·

목

교수와 조교의 수업 관련
회의

주간보고서 작성(13)

주간보고서(13)

토

학생들의 조별 발표전
준비상태 점검 면담

조별 토론(9)
조별 발표에 관한 면담

녹화(9)

학기
중

·

·

면담(2)
설문지(2)
학생들의 자기
보고서(2)

※ 괄호속의 숫자는 자료의 수 또는 활동의 횟수를 의미한다.

표 Ⅳ-1은 한 주간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교수자의 활동과 학습자의 활동, 그리
고 그와 관련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표에 함께 나타내었으며, 괄호 안에
는 활동이나 데이터 수집의 횟수를 표시했다. 강의는 한 주에 두 번, 월
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있었으며, 한 번의 강의는 1시간 15분 동안 진행
되었다. 연습문제는 한 주간의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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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매주 숙제로 풀어오게 하였
다. 연습문제 풀이 시간은 조교에 의해 수요일 오전 강의가 시작되기 전
에 50분간 진행되었다. 강의 시간에는 담당 교수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이 그 날 배울 내용에 대한 조별 발표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동안 여섯 번의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조별 발표는 교수가
전공 역학 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지정해주고, 학생들은 그 내
용에 대해 조별로 미리 공부를 한 다음, 발표하기 한 주 전 토요일에 담
당 교수와의 조별 면담을 통해 발표 준비 상태를 점검 받은 후 강의시간
에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에 그 주에 배운 내
용을 바탕으로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주간보고서는
복사해서 조별로 나누어주어 주간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토요일의 조별 토론에 앞서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교수와 조
교는 학생들의 주간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피
드백을 해주기 위해 매주 목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토요일의 학생활동
중 조별 토론이 본 연구에 해당하는 주 활동으로, 연구자들은 수강생들
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간보고서에 제기된 질문의 내용을 바탕
으로 조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할 때, 특별
히 정형화된 형식 없이 주간보고서에 제기된 질문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한 학기 동안 총 9번의 조별 토론을 가졌다. 그리
고 한 번의 모임은 한 시간에서 세 시간까지(평균 두 시간) 특별한 시간
의 제한 없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는 Etkina(2000)가 개발한 것을 약간 수
정한 것으로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두
번째 질문은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생이 역학 학습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순차적으로 쓰도
록 하였다. 학생들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두 번째 문
항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였다.
“1. 한 주 동안 내가 배운 것 중 새롭고 핵심적이며 인상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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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내가 접한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한 것을 구체적
으로 적어보세요.)”
“2-a. 이번 주 수업내용을 학습할 때 내가 느낀 어려움들은 무엇
인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어려움의 정
도를 아래 표의 체크 란에 V표 하시오.)”
“2-b. 앞서 발생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
려움의 유형을 아래 표의 원인 란에 V표 하고 표 아래에 구체적으
로 쓰시오.)”
조별 토론 장면은 모두 녹화하였고, 녹화한 자료는 전사하여 연구결과
3.1의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활용하였
다. 한편 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조의 구성원들 모두에 대해
중간면담 1회, 기말면담 1회 등, 총 2회를 실시하였다. 중간면담에서는
학생들이 조별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중간면담 이
후의 토론을 개선하기 위해 그때까지 진행된 조별 토론에 대한 생각을
열린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았고, 기말면담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
안 진행된 조별 토론에 대한 총평과 장단점 및 개선점, 기억에 남는 토
론 및 주제, 토론할 때의 각 조원들의 역할 등을 물어보았다. 이와 함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후 2번에 걸쳐 ‘나의 역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역학 학습 과정 및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보고서를 적어 내
도록 하였다. 또한, 학기초 설문지와 학기말 설문지 등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기초 설문지에는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강의 및 조별 토
론에 대한 기대 및 학생들의 바램, 물리 학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열린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기말 설문지에는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던 강의 및 조별 토론, 연습문제 풀이시간의 평가
및 장단점을 기술하도록 하는 열린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질적인
형태로 강의 환경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앞의 사항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식이었으며, 분석은 본 연구
와 관련한 조별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2번의 면담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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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서, 학기초 설문지와 학기말 설문지는 연구결과 3.2의 ‘참여자들
의 지평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맥락’을 보여주는데 활용하
였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집원을 다양화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자
료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하였고, 논문을 1차 완성한 이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2를 보여주고 연구자의 기술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Member Check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
하였다(Merriam, 1998).
수강생 여섯 명은 세 명씩 두 조로 나누었는데 각 조별로 선·후배가
섞이도록 하여 선배가 후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려했다. 선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강한 전공과목이 후배보다 많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
서의 어려움이 후배보다 적은 편이었다. 수강생 여섯 명 중 한 명만 여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조는 남학생 세 명으로, 다른 조는 두 명은 남학
생, 한 명은 여학생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연구자는 남학생으로만 구성
된 그룹을 초점그룹으로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그 조의 조별 토론에 참
여하였다. 초점그룹의 선정기준으로는 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가능성,
다양한 배경(학년, 학습태도, 성취도)등이 고려되었다. 앞으로 초점그룹
으로 선정한 조원들을 각각 A, B, C로 명명하겠다.
A는 처음 역학2를 수강했을 때는 성실하지 못한 수업 참여 및 수업
태도로 인해 성취도가 낮았다. 하지만 역학 2를 재수강 할 때는 전공과
목을 많이 수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측면에서 B와 C에게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조별 토론과정에서 A는 다른 사
람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좋았고, 다른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이해로 바꿔서 알기 쉽게 잘 설명하는 등 언어적 표현력이 우수
했다. 또한 다른 조원이 엉뚱한 말을 할 때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서 논
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가이드 하는 역할도 하였다. 다른
조원들보다 전공과목을 더 많이 이수했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도 다른
조원들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으며, 토론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학생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B는 수학에서의 어려움으로 물리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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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1학기 역학 수업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이었다. 또한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조별 토론에 열심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별
토론 과정에서 B는 전체적으로 조별 토론을 관리하는 역할이 두드러졌
다. 특히, 조원들이 주간보고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토론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또 조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토론할 때는 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
으로 잘 설명하였고, 전체적으로 논의의 흐름을 잘 읽고 조별 토론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C는 1학기 역학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2학기의 학기초 설문조
사에서 조별 토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생으로 2학기 조
별 토론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지 걱정 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해 조별 토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으로 바뀐 학생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학생이었
다. 그는 조별 토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도 창의적인
질문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하지
만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등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
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등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력은 다소 부족했다.

3. 연구 결과
3.1.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과정
연구 결과 3.1의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과정은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자료와, 그것을 전사한 전사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우선 표 Ⅳ-2에 제시된 내용은 주간보고서의 내용 중 초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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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학생들이 토론한 질문 내용들을 요약한 것으로 조별 토론을 위한
모임은 3개월간 총 9번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
용의 의미나 교재의 식 전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공 역학2와 관련한 내용이 수학적이고 추
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문 내용들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토론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질문을 소중히 여기고, 추
상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에서도 나름대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서 이해하려
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어려운 전공
역학2 내용을 접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만한 질문들이었다. 9월 20일의 입체각의 의미를 물어
보는 질문이나, 9월 27일의 Symon 역학책의 식의 전개과정에서 나온


  
  
질문인    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 등, 표 Ⅳ-2의 많은 질문들



이 이전의 역학 수강생들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질문들이었다. 즉, 학
생들은 평소에 역학을 학습하면서 깊이 있게 따져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입체각의 의미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보통 입체각의 정의만 외우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도 결과만 알고 있으



면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에는 깊
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조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의 이런 태도가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가
장 큰 효과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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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조별 모임에서 논의한 주간보고서의 질문들
날짜

주제

조별 모임에서 논의된 주간보고서의 질문들

’08.09.20

입체각
(Solid angle)

입체각을 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 왜 입체각의 개념
을 도입하는지가 아직 의문으로 남는다.

’08.09.27

비관성좌표계



  
  
  가 과연 그러한가? 그러해야



한다는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은 없을까?

’08.09.27

관성력Ⅰ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왜 오른쪽으로 편향될
까?

관성력Ⅱ

일정한 각속도 
로 회전하는 원통속에 질량
인 구슬이 원통의 지름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때 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이 주제는 두 번의 모임에 걸쳐 논의되었
음)

’08.10.11

최소작용의 원리

원의 또 다른 정의가 길이  이 일정한 경우
면적이 최대인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대의 개념을 들어서 변분법을 써야할 듯
하다. 그렇다면 최대작용의 원리 역시 존재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8.10.11

편미분

’08.09.27
’08.10.04


편미분    은 항상 성립하는가?


  





     의

범함수



’08.10.11

범함수(functional)

’08.10.11
’08.10.18

라그랑지안

왜 라그랑지안 L이 하필이면 T-U로 표현되
는가? (이 주제는 두 번의 모임에 걸쳐 논의
되었음)

’08.10.18

구속조건

구속조건을 사용할 때 몇몇 상황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08.10.18

싸이클로이드

싸이클로이드에서 곡선상의 물체는 어디서나
동시에 떨어진다는 등시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 수식으로 보이지 못하
겠다.

’08.10.18

라그랑지안 튜토리얼

식에서 와 같이 표기한 것의 의미를 잘 모
르겠다.

라그랑지안의 주제에 대한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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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5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으로 변환하는 과
정이 수학적으로 약간 어려웠다. 그냥

   로 변환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08.10.25

공간의 균질성
공간의 등방성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과 같은 용어의 의미
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수식과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08.11.15

관성곱
(Product of inertia)

관성텐서에서 대각선 성분외의 나머지 관성
곱 성분들의 물리적 의미를 잘 모르겠다.

’08.11.15

이중곱 (Dyad)

’08.11.15

대각화
(Diagonalization)

대각화 할 때 고유값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08.11.29

대칭팽이의 운동Ⅰ

왜 회전하는 대칭팽이는 쓰러지지 않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궁
금하다.

’08.12.06

대칭팽이의 운동Ⅱ


장동각  (nutation angle)가  보다 클 때

대칭팽이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인지 잘 모르
겠다.

’08.12.06

대칭팽이의 운동Ⅲ

왜 같은 장동각  (nutation angle)에서 빠른
세차도 존재하고, 느린 세차도 존재하는가?

’08.12.06

대칭팽이의 운동Ⅳ

세차 운동의 방향이 왜 장동각  (nutation
angle)와는 관계없고, 와만 관계하는가?

이중곱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은 표 Ⅳ-2의 질문들 중 음영으로 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9월 20일의 입체각과 관련한
토론과 10월 25일의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과 관련한 토론은 학생들이
질문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성적으로 검토해 나
가던 모습이 특징적인 토론이었다. 한편, 10월 11일과 10월 18일의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라그랑지안과 관련한 토론은 학생들이 라그랑지안이나
최소작용의 원리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에 대한 의문을 넘어 과학적 지식
의 본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했던 토론이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조별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조별 토
론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각 토론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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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발췌해서 제시하였다.
1) 정량적 이해와 정성적 이해의 연결
학생

토의 내용

B

입체각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A

 cos
에서  나 cos ,  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B,C (입체각의 정의식이 위와 같이 표현되는 것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줌.)
A

그럼 입체각의 물리적인 의미는 뭘까? 내 생각에는 물건이 있으면. 평면
에서는 전체 각이  인데, 물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는데 그것을 3차
원으로 확장하면 입체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B

식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입체각에서  스테라디안이 나타내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면적의 의미를 가질 것인가?

C

넓이 아닌가?

A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했을 때 전체는  이므로, 라는 것은 딱 그 반
만큼이 보인다는 것이므로, 위쪽 반구를 다 차지 한다는 것이다.

B

위쪽 반구만큼을 볼 수 있다. 그 쪽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리가 없
으므로 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C

망원경으로 보는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B

넓이는 아니고 시야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후 정량적 이해를 위해

  

를 입체각의 정의를 이용해 구면

좌표계에서 잘 계산해냄)

입체각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은 첫 번째 모임에서 했던 토론으로, 여
기서 학생들은 입체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cos

첫 부분에서 A가 입체각의 정의식   
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

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B와 C가 입체각의 정의에 대해
서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이후 A는 B와 C의 설명을 듣고 입체각의 정
의를 이해하였으며, 추가로 입체각의 의미가 물건을 바라보는 각도일 것
같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그 후 구체적으로 입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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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라디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 A는 구체적
인 입체각 수치의 의미까지 자신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고, C는 우리
가 망원경을 볼 때 망원경으로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B
는 입체각을 시야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이 논의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막연하고, 또 수학적인 식으로만 알고 있던 입체각의
개념을 자신의 경험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성적 이해를 한 후 학생들은

  

가 되는 계산을

구면좌표계에서 입체각의 정의식을 바탕으로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구면좌표계에서



식을

전개해보니

 cos
cos
     sin  ≠  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
   












다. 문제는 입체각의 정의에 있는 cos  를 고려할 경우 계산이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구면좌표계의  와 입체각의  가 다른 각
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처럼 정
성적인 이해와 정량적인 이해의 연결을 통해 학생들은 입체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2) 추상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추구
학생

토의 내용

B

균질성, 등방성이라는 말의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균질성이 공간의 압
축성이 없다는 말인가?

A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 병진에 대해 불변하면 움직여도 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 같다. 여하튼 말이 애매하다.
C

공간의 우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B

우월성이 없다는 말도 좀 애매하다.

A 차이점이 없다는 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기서도 이렇게 움직
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B

균질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압축성 보다는. 차이가 없다. 어디서든
공간은 같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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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의 균질성도 비슷하게 생각해보자. 같은 공간에서 오늘 한 번 던져보
고 내일 다시 던져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B

오늘이나 내일이나 책의 위치에너지가 같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A 등방성은 뭐지? 어떤 방향이든 똑같다고 일단 해석이 되는데.
C

교수님이 뭘 가지고 등방성을 설명했지? 공간에 대해서도 균질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등방성이라고 본 것 아닌가?

B

그건 아니다. 회전에 대해서 그런게 있는 것이다.

A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하든, 회전 벡터가 어느 쪽을 향하든 똑같다. 어느 쪽
을 향하든 상관없다. 그런게 아닐까? 벡터가 어떤 방향이 다르고 그런게
아니니까.
B

공간에서 돌려도. 방향을 바꿔서 나타내더라도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다. 이동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게 균질성이고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등방성인데. 회전을 하면 뭐가..

C

나는 두 개를 똑같이 봤는데. 등방성은 회전에 대한 균질성 아닌가? 그러
니까 원래 좌표계에서 좌표계가 돌아가더라도 물리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
다. 그게 등방성이 되는 것 아닐까?

B

그런 것 같다. 어느 정도 납득된다.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에 대한 질문은 라그랑지안과 관련해서 수업시
간에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 제기된 질문으로, 그 용어만 보아도 워낙 추
상적인 용어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여기서도 학생들은 토론
을 통해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의 의미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나간다. 처음에 B는 공간의 균질성에 대해 압축성이라는 다른 성질
로 생각했으나 논의를 통해 어떤 공간에서도 물리 법칙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공간의 균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
간보고서에 없던 질문인 시간의 균질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해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물리 법칙이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등방성에 대해서도 처음의 균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좌표계
가 회전한 후에도 물리 법칙이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
처럼 학생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바꾸어서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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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의 본성에 대한 고려
학생

토의 내용

C 왜 하필이면 (라그랑지안을)    라는 함수를 썼을까?
B

   도 어느 정도는 관찰이 아니었을까? 뉴턴의 방식을 정당화 할 수
있는게 최소작용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소작용의 원리
도 뉴턴 방정식이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서 실험적으로 본 결과를 가
지고서 설명을 해낸 것으로 단지 예측을 하는 것이지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지 그런 운동이 나타
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관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찰의 결과로서 유
도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은 아닐 것
같다.

C

   는 관찰에 의한 거고 최소 작용의 원리 자체는 맞는 것 같다.

B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관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최
소가 되는 경로를 가더라라는 결과일 뿐이지 그게 어떤 운동이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본 자체의 원인은 아니다.
C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왔던 것 자체가 귀납적이었다.
B 최소 작용의 원리도 어느 정도 귀납적으로 나온 것이지 근본이 되는 원인
자체는 될 수 없다. 결과를 가지고 나온 해석이지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C 나는 좀 다른데. 나는 최소 작용의 원리는 맞다고 생각한다.
B 맞는데 그게 제일 시작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간 과정일
뿐이고, 진짜 이데아가 있을 것이고 이데아에서 최소 작용의 원리가 있고
거기서 뉴턴의 법칙이 나오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C 내 생각엔 최소 작용의 원리는 맞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얘를 집어 넣으니까 최소 작용의 원리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관찰
에 의한  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것이다.
B 최소작용의 원리가   라고 쓰는 것 자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다. 뉴턴의 법칙을 최소 작용의 원리의 하위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최상위는 최소 작용의 원리도 아니다. 그 위에 뭔가가 있다. 최소
작용의 원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작용의 원리도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것으로 다시 뉴턴의 법칙이나 굴절의 법칙
같은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최소 작용의 원리 자체가 제일 꼭
대기에 있는 이데아가 아니라는거다.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설명
일 뿐이다.
C 그럼 최소작용의 원리도 지금 또 하나의 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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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렇다. 최소 작용의 원리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다. 상
위 랭크이긴 한데 최상위 랭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C 그럼 최소작용의 원리도 일단 관찰에 의한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다.

여기서 학생들은 왜 라그랑지안  을    라는 함수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왜 최소작용의 원리가 자연 현상의 근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 모두
라그랑지안  을    로 표현하는 이유가 관찰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하지만 최소 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B는 최소 작용의 원리보다
도 더 심오한 자연의 원리가 있다고 믿고 있고, C는 최소 작용의 원리가
그 자체로 확고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후 논의 과정에서 C가
B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학생들은 라그랑
지안과 관련한 표면적인 토론의 수준을 넘어 과학의 본성이나 자연의 원
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B의 면담결과 및 나의역학이야기의 내용이다. 아래의 결과
로부터 B가 토론 과정에서 과학과 관련한 신념이나 믿음의 문제까지 깊
이 있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문제. 물론 교수님이 그전부터 운
동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던지셨잖아요. 그 때는 좀 덜 와 닿았
는데 최소작용의 원리 나오고 법칙과 원리와. 순서. 위계라던지. 물
론 법칙이 자리는 잡고 있지만 좀 더 오래갈 수 있는건 원리고. 법
칙은 좀 더 깨지기 쉽고. 이런 거라던지. 원리와 공리 이런 것들의
정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런 자리가 되니까. 과
연 이게 뭘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거를 다시 해보고 그런 점에서
… 과학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이라는게 그런 기본 신념이라던지.
그런 것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B의 면담중)
새로운 역학 (라그랑주, 해밀턴) 들을 접하면서 아직은 얕지만 물리
와 과학과 지식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해보게 되었다. (B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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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이야기 중)
3.1절의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입체각”과 관련한 주제에서 학생들은 처
음에는 대단히 막연하고, 또 수학적인 식으로만 알고 있던 입체각의 개
념을 자신의 경험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의 물리
적 의미는 무엇인가?”의 주제에서는 공간의 균질성이나 등방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바꾸어서 이해하
는 과정이 돋보였다. 이것은 그 주제들이 단순히 교수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의문을 품고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논의하기 힘든 추상적인 주제들이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려
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소 작용의 원리”의 토론 사
례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한 내용 이해에 그치지 않고, 과학의 본성이나
자연의 원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등 차원 높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참여자들의 지평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
론에 대한 반응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대체로 조별 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는 기존에 다른
수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던 조별 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B와 C는, 본 논문의 연구 1(3장)의 조별 토론을 직접적으로 언
급하면서, 1학기에 실시한 조별 문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 대해서 부정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기존의 조별 토
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진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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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과제를 내면 시험기간이 되고 그러면 그냥 이번 주는 니가
하고 다음 주는 내가하고 그냥 한 명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
는데 … 다른 건 (다른 조별 토론은) 거의 다 그렇죠. 다른 건 발표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분야 나누고 발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별
재미가 없더라구요. 세 명이 그냥 같은 시간에 발표하는거지. (A의
면담 중)
(1학기 때는) 전체적으로 잘 안 된거 같아요. 다른 조도 그렇고, 우
리 조도 그렇고. (숙제를) 각자해서 다시 모은다는 정도. 역학2처럼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거는 좀 안되었던 것 같아요. (B
의 면담 중)
(1학기 때는 총 조모임이) 1번? 1학기 때는 별로(였어요). 조모임을
1학기 때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사람이 별로 없으면 모르겠
는데. 10명 정도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4 팀 나눠서. 스물
몇 명이 있는데 조를 일곱 개씩 여덟 개 씩. … 대부분 보면 인터넷
에서 잠깐. 의견 올려봐라 그 정도 선에서. 의견 올렸는데. 확인 안
하고. 남의 것을 확인을 안하다시피해서. (C의 면담 중)
학생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기존의 조별 토론이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과
제를 돌아가면서 하거나 분담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조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개인별로 나눠서 하게 될 경
우, 하나의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평의 만남 및 융합의 과정은 이루어
지기 힘들게 된다. 실제로 C는 기존의 조별 토론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조차 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조별 과제
를 역할 분담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2에서는 학생들이
조별로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조별 모임을 하지 않으
면 할 수 없는 과제를 내주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조별로 보다 활발히
의사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
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별 활동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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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참여자들의 지평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
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지평으로 본 연구의 맥락
과 주로 관련되는 수학적, 개념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했다.
1) 참여자들의 지평
대학 전공 수준의 물리학을 학습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수학에 있다(Byun et al., 2010). 이는 물
리학에서 개념을 표현하는 주요 언어로 수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학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물리학에서 원하는 실세계의 구체
적인 사례와 연결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A, B, C도 공통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수
학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역학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도 수학적인 부분이었을
것이다. (A의 나의 역학 이야기 중)
저는 수학이 디게 자신이 없거든요. (B의 기말면담 중)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C의 학기초 설문 중)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1학기에 배우는 전공
역학1 과목보다 2학기에 배우는 전공 역학2 과목에서 훨씬 커진다. 이
는 전공 역학 2에서 더 높고 추상적인 수준의 수학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역학 문제 상황의 물
리적인 의미를 깊이 고민하려 하기 보다는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만
익히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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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물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물리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본다. (A의 학기초 설문 중)
저는 개념 얘기하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도 물론 같이 푸는
것도 좋았는데. 그것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 보는 것.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의 적용을 이해해보는 것이
좋아요. (B의 면담 중)
개념에 대한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문제는 풀면 알아야 풀 수 있
는데 잘 모르는데 문제에 대한 걸 풀 수는 없잖아요. (C의 면담 중)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학습할 때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념적인 부분
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A의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개념
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서의 물리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B와 C의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별 학습에서 개념의 토론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이처럼 개념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C
가 말한 것처럼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문제를 풀 수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것에 비해, 개념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A는 다른 두 학생과 나이도 다르고 역학 수업을 재수강
한다는 사실로 인해, C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력의 부족 및 조
별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의 원만한 지평의
융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A, B, C 모두 수학
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리학에서의 자신감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이라는 새로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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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학생들은 기존의 조별 토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1의 조별 토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은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2학기의 조별 토론은)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되었죠. 예전에 강의
식 수업을 할 때 받아들이는 부분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런거. 수업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위클리(주간보고서)도
같이 보는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 넘어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위
클리(주간보고서)에서 찍어주면 준비를 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을 채
우고 (A의 면담 중)
(2학기 때 조별 토론은) 역학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
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충해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 토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의 학기말 설문)
(2학기 때) 저희 조는 진짜 열심히 한 거 같거든요. / 네. 잘 된 것
같은데요. 되게 만족하는데요. 이번에 한 거. (C의 면담 중)
연구 1과 비교했을 때 연구 2의 가장 큰 맥락 변화의 차이점은 문제
에 대한 토론에서 개념에 대한 토론으로 이동했다는 것에 있다. 연구 1
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수식으로 표현되는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조
별 토론 과정에서 침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2에서는 조
별 토론의 맥락을 개념에 대한 토론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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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을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 2의 참여자들처럼 수학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평, 즉 수학에서의 어려움과 개념의 고민에 대한 선호가 연구 2의 맥
락과 맞아 떨어져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연구 1과 비교했을 때 연구 2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주간보
고서와 조별 토론, 수업시간의 상호 보완적 측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참여자들은 주간보고서의 질문하기 활동과 조별 토론의 질문 해결하
기 활동이 서로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수
업시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개인의 학습에
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별 토론이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
하였다. 다음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는 주간보고서의 내용
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별 토론에도 도움이 되었고, 반대로 조별 토론에
주간보고서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더 신경 쓰
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수업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내용을 토론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공부의 기회가 되었
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간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몰랐던 거를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무래도 모르는거에 대해서 해결도 잘 되고 반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
에 좀 더 주간보고서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거 같아요. 예전에 가끔
씩은 그걸 형식적으로 쓸 때도 있잖아요 … 주로 개념이나 수업시간
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을 못했던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
에.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걸 되짚어
보고 공부를 해본다는 면에서 적절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B의 면
담 중)
학생들이 가진 지평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학생들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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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주간보고서 작성, 조별 토론 등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지평을
드러내야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다른 맥락에서는 생각할 수 없
었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
인다.
조별 토론이 성공적이려면 학생들이 무엇보다 자신에게 낯선 지평을
제공해주는 타자의 지평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별 토론의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의 지평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의 다른 측면이
다른 사람의 지평을 통해서는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이 혼자서는 하기
힘들거나 그냥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였다. 혼자서 공부한다면 잘 몰라서 넘
어갔을 부분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개념에 대
한 이해가 깊어지고, 혼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의식 수업이었다면, 별 다른 고민 없이 받아들였을만한 부분도 물
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
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 이미 정해져 있는 풀이를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닌, 새로운 풀이방식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상당히 재미있고 의
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A의 나의 역학이야기 중)
이와 같이 학생들이 평소에는 넘어가던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지평과 성공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지평을 통해 자신은 미처 생각
해보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점
이 그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을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통해 발견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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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지평을 긍정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C 학생은 표현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생들이 C 학생의 의견을 쉽게 알기 어렵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경우의 조별 토론에서 C 학생
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제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학생
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새로운 지평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C 학생의 생각이 표현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조별 토론에서 긍정적인 역
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는 그 점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꺼내놓긴 하는데 합의된
방법이라던지 규칙을 따라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의사소통면에서 힘
들다는게 그런점에서 생각에 대해서 내놓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서
투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편인
데 (B의 면담 중)
매주 있었던 조별 토론에서도 다른 조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으면
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C학생의 참신한 생각이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A의 나의 역학 이야기 중)
어떻게 보면. C가 일단 새로운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줘서 토론이
되었겠죠. (A의 면담 중)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 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
고 학습해 나가는 진리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서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진 학생들끼리 협력하여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
다. (B의 나의 역학 이야기 중)
진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되었으며 다른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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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움이 컸다. (C의 학기말 설문 중)
그냥 혼자 생각했으면 그냥 에이 그냥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
했을텐데. 뭔가 말을 해야되니까. 안하면 (개인적인 서로에 대한 평
가가) 깎이니까.... 혼자 했으면 그냥 놔버렸을 것 같은데 조라는게
있으니까 (C의 면담 중)

4. 결론 및 해석학적 논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명시적으로 잘
드러낼 수 없는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
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많은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 자신이나 교수자에게만 의지해서는 해결하기가 어
렵다. 본 연구에서처럼 학생들이 학습공동체를 이루며 자신들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함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은 강의식 수업에서 줄 수
없는 귀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공 역학2의 추상적인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신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개념들로 바꾸어 이해하였고, 과학의 본성에까지 이르는 깊
이 있는 논의도 전개하였다. 이처럼 조별 토론은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학생들도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에 대
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주간보고서와 조별 토론의 상호 보완적
측면과, 조별 토론이 역학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간보고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활용한 소통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제한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간보고
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습
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도 도와준다. 이처럼 교실내 구성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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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확장을 통해 교수자는 이상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개선점으로 제시한 것처럼 교수자가
조별 토론에 대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면 학습 공
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질문하기 활동만 따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학습
자의 질문과 그에 따른 학습자 스스로의 해결 방법을 함께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의 질문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느냐가 학생들 본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
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주변의 학생들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하고 있다는 연대감과 자신만 개념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주위 동료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를 발판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교과의 특성상 사회 교과의 경우 가치관 판단 문제나, 기타 토론에 적
합한 조별 토론의 주제가 많지만 물리 교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별 토론
에 적합한 문제를 찾기가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상황에서처럼
주간보고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들은, 그 자체로 활발한 토론
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별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의
문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
다.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은 연구 1의 문제 풀이 중심 조별 토
론과 달리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연습문제 토론에서 벗어나 학
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토론하게 함으로써 조별 토론에서 학생들
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석학적으로 조별 토론의 출발점을 교수자의 지평
에서 학습자의 지평으로 이동시켰다. 이처럼 출발점의 지평을 이동함으
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선지평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평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모습도 발
견할 수 있었다. 해석학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평을 이해를 위한

- 165 -

출발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지평
을 인지할 여지도 없이 교과서의 지평이나 교사의 지평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타자의 지평에 대한 수용만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평의 만남과 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평의 융
합이란 본인의 지평이 명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정량적 이해와 정성적 이해의 연결을 추구하려
고 노력했던 모습이나 추상적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 사이의 만남과 융합
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이 주어진 현상에 대해 본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성적인 이해를 추구하려 하기 보다는 교과서에 주어진 정량적인
이해만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전공역학의 개념에 대해 숫자
로만 계산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정량적으로 서술된 교과서의 지평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만 할뿐, 그것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여기서 학생들은 본인의 지평과 교과서의 지평 사이에 분리를
경험한다. 그들에게 교과서에 서술된 언어는 마치 외계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본인의 지평과 교과서의 지평을 융
합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
지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지평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생들은 교과서의 지평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구체
적인 언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정성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
였다. 또한 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소화하
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지평과는 다른 추상적이고 수
학적인 개념을 본인의 지평 안에 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본 연구
의 학생들은 교과서에 주어진 라그랑지안과 같은 부분적인 개념을 통해
과학의 본성과 같은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해는 이처럼 본인의 지평과 타자
의 지평을 넘나드는,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넘나드는 해석학적 순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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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분리를 경험한다. 학생들
은 서로의 관계를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동료이자 소중한 낯선 지
평을 제공해주는 동료’로 생각하기 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고 배제해 나
가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
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도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본인만 잘 모르는 것은 아니
라는 안도감도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로 여기고, 함께하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
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이 본인의 학습에 대
한 책임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처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

론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진리를 향해 다가가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이 연구 1의 문제 풀이 중심 조별 토
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문제 중심에서 개념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에 있다. 물리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는 항상 정답이 존재한
다. 하지만 물리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가능하고, 단
하나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 즉,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니고 있
는 이해의 정도와 관점에 따라 문제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문제도 여러 가지 풀이법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목표지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하나의 풀이법을 알게 되면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풀이는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
지만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개념 중심 토론에서 학생들은 이와 같은 정답
주의로부터의 해방되어, 정해진 해석의 추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해
석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존중하게 되고, 자신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
지 타자의 의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
을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지평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진술들로부터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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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과 지평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풀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새로운 풀이방식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A
의 설문 중)
혼자서는 이해하기 힘든 물리 개념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 (학생 B의 설문 중)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건데, 같이 모여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
는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 B의 면담 중)
그냥 혼자 생각했으면 그냥 에이 그냥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
했을텐데. (학생 C의 면담 중)
학생 A는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만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다양한 해석
을 추구해 보는 것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학생 B는 혼자서는 시각이 고정되어 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가 힘
든 것도 다양한 사람의 지평이 만날 경우 보다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C는 혼자 했었다면 교과서의 지평을 단
순히 받아들이고 말았을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기존의 자신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본인의 지평에 새로운 안목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타자의 지평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었다.
연구 2를 통해 연구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개념적 문제에 대
한 토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 2는 비교적 성공적이었
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또한 연구 2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어서 학생들
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의 해소 과정을 보여주기도 힘들었다. 결국 하나
의 주제를 정해 놓고, 보다 작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
석을 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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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배경 및 맥락을 분석하려 한 연구 3과,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분석한 연구 4를 계획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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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3: 주간보고서에 나타난 전공역학 수강생
들의 마찰력에 대한 어려움과 그 원인 구조4)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리학을 어렵다고 느끼
기 때문이다(김희경 & 이봉우, 2006; Williams et al., 2003). 하지만
학생들이 물리학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학생들의 어려움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었다(이승희 & 이경호, 2010; 전찬희 & 이경호,
2007; 전찬희 등, 2010; 정계삼 & 이경호, 2009; 최정호 등, 2007). 이
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역학(이승희 & 이경호, 2010;
전찬희 & 이경호, 2007; 전찬희 등, 2010)분야에서부터 전자기(정계삼
& 이경호, 2009; 최정호 등, 2007)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뉴턴역학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마찰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Carvalho & Sousa, 2005).
마찰력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힘이다(Salazar et al.,
1990). 그래서 사람들이 마찰력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찰력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한국물리학회, 2005). 심지어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마찰
력 관련 성질들, 예를 들어 마찰력의 크기가 수직항력과 비례한다거나,
마찰력의 크기가 물체의 운동 속도나 접촉 면적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들
도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Besson et al., 2007).
이렇듯 마찰력은 과학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복잡한 힘이기 때문에

4) Ⅴ장 (연구 3)의 주요 내용은 ‘하상우, & 이경호. (2011). 주간보고서에 나타난 전공역학 수강
생들의 마찰력에 대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 구조. 새물리, 61(9), 840-849.’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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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마찰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선행 연구들은 마찰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교수자들이 마찰력과 관련한 복
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유발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마찰
력 관련된 규칙들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홍성욱, 2010; Cheong et al., 2008; Salazar et al., 1990). 학생들
이 이들 규칙들을 항상 성립하는 법칙으로 암기하게 되고, 이 규칙들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
에서만 성립하는 마찰력과 관련된 규칙의 대표적인 예로 ‘마찰력의 방향
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있다. 학생
들은 이 규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문제 풀이 상황에 이 규칙
을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마찰력의 방향을 잘못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강체로 고려해야할 상황을 질점으로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
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Carvalho & Sousa, 2005). 강체를 질점으로
생각하면 구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없어 많
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그룹은 학생들에게 마찰력과 관련된 현상만 제시해서 말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한
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정지 마찰력이 외력과 정확히 같아지는지
(Reichert, 2001), 상황에 따라 물체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어
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Ludwigsen, 2009), 그 원인을 궁금해 하고, 이
런 궁금증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다.
학생들은 단지 수동적인 객체로 보이는 자연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상황
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마찰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그들이 제안한 해소방법은 그들이 파악한 학생들의 어
려움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 먼저 마찰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가르침
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본 연구 그룹에서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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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마찰력과 관련된 규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Salazar et al., 1990). 이들은 대신, 보다 일반적인 마찰력 관
련 규칙인 ‘마찰력의 방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홍
성욱, 2010; Salazar et al., 1990). 이에 대해 Cheong(2008)등은 일반
적인 법칙이 없는 마찰력과 같은 특수한 힘의 경우, 규칙이나 이론 위주
의 접근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상에 기반한 과학적 추론도 함께 할 수 있
도록 해야 마찰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체를 고려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그리게 할 때 물체의 질량
중심뿐만 아니라 표면에 작용하는 힘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Carvalho & Sousa, 2005).
한편, 마찰력과 관련한 현상만 제시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납
득할만한 이유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찰력 관련 현
상을 설명해주기 위해 실험적인 방법을 도입 하거나(Ludwigsen, 2009),
학생들이 물체들의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현상을 주목하게 하여,
마찰력의 기작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 활동을 제안했다
(Besson et al., 2007; Corpuz, 2007; Reichert, 2001).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많은 경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학생
들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찰력 관련 학습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원인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해나가
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였으며,
이를 학생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주간보고서(Etkina, 2000)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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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통해 마찰력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한편, 지식신념틀(이경호,
2007)을 이용하여 주간보고서에서 파악된 학생들의 어려움을 구조화해
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도 함께 분석하였다.

2. 연구 맥락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마찰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전공 역학 강의 중에서도 주로 1학
기 강의에서 나타났으며, 1학기에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평균
20명 내외였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주
간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주간보고서는 학생들이 한 주 동
안 배운 내용 중 새롭다고 생각한 내용과, 어렵다고 생각한 내용을 자유
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연구에서 사용한 주간보고서는
Etkina가 개발한 문항 중 세 번째 문항을 제외한 것으로 아래의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Etkina, 2000).
1. 한 주 동안 내가 배운 것 중 새롭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2. 이번 주 수업내용을 학습할 때 내가 지각한(느낀) 어려움들은 무엇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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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주간보고서의 예시
그림 Ⅴ-1은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고서 중 2번 문항의 응답에 대한
예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주로 주간보고서의 2
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보고서의
1번 문항에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느낀 어려움들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
었기 때문에 1번 문항의 응답도 배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주간보고서
에 제시한 마찰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대체로 수업 시간이나 연습 문제
시간에 제시된 마찰력 관련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자료 분석은 우
선 본 논문의 저자가 주간보고서의 전체 내용 중, 마찰력과 관련한 어려
움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결과를 다른 연구자(본 연구에서의 역학 강의
진행자)가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 두 연구자가 토의를 거쳐 합의하
는,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Merriam,
1998). 표 Ⅴ-1은 마찰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낀 문제들 중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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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두 개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Ⅴ-1.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대표적인 마찰력 문제들
문제

내

용

1

그림과 같이 등속도로 회전하는 원형 탁자위에 동
전이 놓여있다. 동전이 원형 탁자에 대해 상대적으
로 정지해 있다면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은 어느 쪽일까?

2

자동차가 수평과 θ만큼 기울어져 있는, 반경이 r인
곡선도로를 달리고 있다. 마찰 계수가 μs라면 자동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그림

문제 1은 회전하는 원형 탁자에 놓여 있는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을 묻는 문제로 원운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문제
2는 Symon(1971) 역학 교재의 1장에 있는 10번 연습문제로 경사진 빗
면을 도는 자동차 문제였다. 이것은 마찰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
운동, 빗면, 좌표축, 관성계, 비관성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문제 상황별로 학생
들의 어려움을 나열한 후, 이를 서로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것끼리 묶은
후 이를 다시 유형화하였다. 문제 상황별 학생들의 어려움은 연구결과
3.1에 나타내었다. 이후 우리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그 원인별로 다시 유형화하여 연구
결과 3.2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3.2의 유형은 연구결과 3.1의 유형 중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나타낸 것으로 연구결과 3.1
의 어려움들 가운데 제외된 것들도 있다. 연구결과 3.2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를 밝혀, 학생 어려움의 원인 및 그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
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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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문제별 학생들의 어려움
학생들의 어려움을 문제 상황별로 묶은 후 비슷한 어려움들을 유형화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 Ⅴ-2에 제시하였다. 표 Ⅴ-2의 세 번째 열
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학생이 주간보고서에 서술한
내용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연구자가 다시 요약하여 서술한 것이다. 여
기서는 문제별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표 Ⅴ-2에 제시된 순
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연구결과 3.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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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문제별 학생들의 어려움 유형과 그 내용
문제

어려움 유형
마찰력의 방향

1
마찰력의 반작용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원인

구심력의 이해

2

수직항력의 이해

좌표계 설정

가속도의 방향
마찰력의 방향
기타

자동차의 마찰력
움직이는 순간

내
용
-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라는 것과 원운동 하는 물체의 경우 중심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움.
- 턴테이블 위의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반작용의
힘은 무엇인가?
-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결
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혹은 외력의 반대) 방
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 문제에서의 마찰
력의 방향이 연결되지 않는다.
- 문제 2에서 생기는 마찰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 구심력은 Free Body Diagram에 같이 그려야 하는
힘인가?
- 구심력도 분해할 수 있는 힘인가?
- 구심력에 의해 속도가 생기는가? 속도에 의해 구심
력이 생기는가?
- 수직항력은 단지 중력의 분력일 뿐인가? 중력과 대
등한 하나의 힘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가?
- 수직항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직항력은 물체가
평면을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인가?
- 문제 2에서 수직항력이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관성계, 비관성계 좌표 설정과 관련한 어려움: 원심
력은 가상의 힘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사용해도 되는가?
- 빗면에 평행한 방향과 지면에 평행한 방향의 두 좌
표계 설정과 관련한 어려움: 어느 좌표계가 문제를
푸는데 더 유용한지 모르겠다.
-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좌표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푸는 경우 mgsinθ의 힘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 문제 2에서 자동차의 가속도의 방향이 빗면에 수평
한 방향인가? 지면에 수평한 방향인가?
- 소년이 줄을 이용해서 썰매를 끄는 상황에서 소년
과 썰매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
- 자동차가 땅에 힘을 주며 가속되어 나갈 때와 단순
히 굴러가면서 진행할 때 자동차에 대한 힘의 분석
이 어렵다.
-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은 정지마찰력인가? 운동마
찰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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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과 관련한 어려움
먼저 문제 1의 첫 번째 어려움 유형은 마찰력의 방향과 관련한 어려
움으로 학생들은 기존에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이라고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턴테이블 위의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
의 방향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마찰력의 방향이 물체가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경우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동전이 원운동 하는 접선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이런 판단은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원운동 관련 지식인 ‘원
운동 하는 물체의 경우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이들은 단순히 암기하고 있던 지
식, 즉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반대 방향’
과, 또 다른 지식 ‘원운동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주
간보고서에 나타난 어떤 학생의 진술이다.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임을 알고 있었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반작용에 해당하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해, 비관성계에서의 상황은 이
해했으나 관성계에서의 상황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학
생들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학생들은 동전의 운
동 상황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만 고려
했었다. 그래서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반작용인, 동전이 탁자에 작
용하는 마찰력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주간보고서에 나타난 어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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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다.

물체의 원운동을 비관성계-원심력을 이용한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관성계에서 바라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원운동하는 물체를
옆에서 볼 때 구심력의 반작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2) 문제 2와 관련한 어려움
문제 1과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주로 앞에서 소개한 두 개의 유
형, 즉 마찰력의 방향 및 마찰력의 반작용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되어서
나타났다. 한편, 문제 2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문제 1에 비해 문제 2가 더 복
잡하고 고려할 점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제 2에서도 문제 1과 마찬가지로 마찰력의 방향에 대한 학생
들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찰력의 방향과 관련
한 어려움은 선행 연구의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학생들에게 마찰력과 관련된 현상만 제시해서 말하고 그 원인
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보는 선행
연구의 관점과 부합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으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마
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다. 표 Ⅴ-2의 ‘마찰력의 원인’ 유형에 나타난 ‘마찰력의 원인은 무
엇인가’도 마찰력이 발생하는 기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학생 어
려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찰력은 운동 방향(혹
은 외력)의 반대 방향’이라는 지식이 이 문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마찰
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규칙만을 가르침으
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일치한다.
한편 구심력이나 수직항력 등, 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 풀이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구심력과 관련해서는 문제 풀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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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심력을 Free Body Diagram(이후 FBD로 약칭)에 다른 힘들과
함께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심력도 다른 힘들과 마찬가지로 좌표축의 설정에 따라 분해할
수 있는 힘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구심
력과 관련해서는 구심력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구심력
이 먼저인지, 운동이 먼저인지를 궁금해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어려
움들은 모두 구심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직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평면상에
서의 수직항력을 배워왔고,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경우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직항력을 문제 풀이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도 수직항력을 문제 풀이에서 따로 고려해야
하는 힘인지, 중력과 대등한 하나의 힘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좌표계 설정과 관련한 어려움도 나타났다. 좌표계의 설정과 관련한 어
려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관성계, 비관성계와 관련한
어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면에 나란한 좌표계와 빗면에 나란한 좌표
계와 관련한 어려움이었다. 학생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관성 좌표계,
혹은 비관성 좌표계 중 하나를 설정해서 문제를 푼다. 그 중 비관성 좌
표계를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경우 원심력이 주로 가상힘이라
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 힘이 문제 풀이에 직접 활용해도 되는 힘인지
(FBD에 나타내도 되는 힘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지면에 나란한
좌표계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빗면에 나
란한 좌표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풀어 왔었는데, 새롭게 지면과 나란하게
좌표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나타난 어려움이었다. 이 경
우 지면에 나란한 좌표계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지
면과 나란하게 좌표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풀 때는 중력은 분해하지 않아
도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중력을 분해하여 mgsinθ를 이용
해 문제를 풀었던 경험 때문에 mgsinθ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힘은 문제 풀이에서 고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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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동차의 가속도의 방향이 지면에 평행한 방향인지, 빗면에 평
행한 방향인지를 알지 못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3) 기타 어려움
문제 1, 문제 2 이외에 제기된 학생들의 어려움들은 그 빈도가 적어서
따로 분류 하였다. 먼저 문제 1, 문제 2와 같이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년이 줄을 이용해서 썰매를 끌 때, 소년
과 썰매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구름 마찰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
가 땅에 힘을 주며 가속되어 나갈 때와 그냥 주행하고 있을 때 등, 상황
에 따라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의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의 경
우에서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마찰력에 대한 고민을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이었
다. 또한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
간에 주목하여, 바로 그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마찰력인지, 운
동마찰력인지 모르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3.2. 학생 어려움의 원인 구조
연구자는 연구결과 3.1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구조를 알아보고 이를 범주화 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마찰력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마찰력의 규칙 사용과 마찰력 관련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부족에서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어
려움은 중·고등학교의 교수 학습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두 가지 어려움의 원인과 관련된 사례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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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 3.1에서도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각각
‘마찰력의 규칙 사용’과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념’으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선행 연구의 범주들로 범주화되지 않는 학생들의 나머
지 어려움들을 모은 후, 이 나머지 어려움들에 대해 범주화를 시도하였
는데,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두 개의 추가적인
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문제 2와 관련한 특정 문제
풀이 상황에서 나타난 어려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빗면에 평행한 좌표축
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부터 어려움을 겪
고 있었으며, 마찰력, 구심력, 수직항력, 원심력 등의 힘과 관련한 개념
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각각
‘좌표축의 선택’ 범주와 ‘관련된 힘 개념의 부족’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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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학생 어려움의 원인과 그 내용
어려움의 원인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념
(인과론으로 설명
가능한 사례 vs
설명 불가능한
사례)
마찰력의 규칙 사용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vs
운동 상태에 따라
변하는 방향)
좌표축의 선택
(빗면과 평행한
좌표축 vs
지면에 평행한
좌표축)

관련된 힘 개념의
부족
(마찰력, 구심력,
수직항력, 원심력)

내

용

-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구심력에 의해 속도가 생기는가? 속도에 의해 구심
력이 생기는가?
-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
는 것과 원운동 하는 물체의 경우 중심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움.
-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혹은 외력의 반대) 방향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문제 1에서의 마찰력의
방향이 연결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빗면에 평행한 방향과 지면에 평행한 방향의 두 좌
표계 설정과 관련한 어려움 : 어느 좌표계가 문제를
푸는데 더 유용한지 모르겠다.
-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좌표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푸는 경우 mgsinθ의 힘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 턴테이블 위의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반작용의
힘은 무엇인가?
- 문제 2에서 생기는 마찰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 구심력은 Free Body Diagram에 같이 그려야 하는
힘인가?
- 구심력도 분해할 수 있는 힘인가?
- 수직항력은 단지 중력의 분력일 뿐인가? 중력과 대
등한 하나의 힘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가?
- 수직항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직항력은 물체가 평
면을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인가?
- 문제 2에서 수직항력이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사용해도 되는가?

표 Ⅴ-3은 표 Ⅴ-2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앞서
언급한 4개의 어려움 범주로 다시 재배열 한 것이고, 그림 Ⅴ-2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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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어려움의 원인 구조를 지식신념틀(이경호, 2007)을 이용하여 체계
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지식신념틀은 통합적 정신모형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기존의 물리교육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식, 신념, 환경등의 어려움의 원인요소들을 탐색하
고, 이들 요소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하려고 한 분석틀이다. 이 분석
틀은 특히 어려움의 원인 요소들을 분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환경이
지식이나 신념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식과 신념 사이의 관계 등 어려움
의 원인 요소들의 연결성에 주목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Ⅴ-2의 가운
데 부분에서 신념은 지식을 포함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지식의 배후에서
지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그린 것이다. 여기서 화살표는
한 항목이 다른 항목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양쪽 화살표는 두 항
목 간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단, 그림 Ⅴ-2는 본 연
구의 일부 사례와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마찰력
을 학습하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림 Ⅴ-2. 마찰력 학습 관련 학생 어려움의 원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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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에서의 가운데 부분은 학생의 현재의 지식과 신념을 나타낸
것으로, 앞서 범주화한 4개의 어려움 범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사
전 환경은 4개의 어려움들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등학교의
교수 학습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 사전 환경이 현재의 지식과 신념
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이를 화살표로 표시했다. 여기서
학생들의 지식과 신념은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겪은 새로운 환경인 전공
역학 문제 1, 문제 2의 상황과 갈등을 일으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부각시
켰다고 봐서 학생들의 지식, 신념과 새로운 환경 사이의 관계는 갈등 관
계인 양쪽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림 Ⅴ-2에서 힘에 대한 지식은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제 표 Ⅴ-3의 4개의 어려움의 원인 범주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념’ 유형에서 학생들은 ‘자동
차의 속도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
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은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 마찰력 문제를 풀 때 마찰력 규칙을 바탕으로
항상 마찰력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문제를 푸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항상 힘이라는 원인
에 따라 운동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신념을 형성하는데, 이런 신념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문제 2의 상황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학생들의 인
과론적 신념에 의하면 힘이 원인이고 운동이 결과인데, 결과인 것처럼
생각되는 운동이 힘을 바꾼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학생들의 신념과 관련한 어려움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마
찰력과 관련한 현상만 제시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학
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연구자들의 관점과 연결 된다.
‘마찰력의 방향’ 유형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마찰력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거나 외력의 반대 방대 방향이
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제 1과 문제 2는 학생들의 이런 선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학
생들은 이에 갈등을 겪었다. 문제 1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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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운동을 하고 있는 접선방향인데, 마찰력의 방향이 접선 방향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구심 방향이라는 사실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문제 2에
서는 아예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닌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
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은, 마찰력을 지나치
게 단순화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규칙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 된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분리해
서 접근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어려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신념과 관련되는 어려움과 학
생들의 지식과 관련되는 어려움은 결국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Ⅴ
-2에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 및 문제 풀이 경험을 바
탕으로 마찰력은 운동 반대 방향이라는 견고한 지식을 형성하였다. 그리
고 이런 지식은 학생들에게 마찰력의 방향은 바뀔 수 없고, 문제를 풀
때 마찰력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서 풀면 된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하였
다. 그러나 학생들은 문제 1, 문제 2와 같이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신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표 Ⅴ
-3에서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좌표축의 선택’ 유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고등학교 때까지
는 주로 빗면에 평행한 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전공 역학
에서 문제를 풀 때는 지면에 평행한 좌표계를 새로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새로 도입된 좌표계가 문제 풀이에 유용한지, 원래 좌표계도 잘 사용하
고 있었는데 왜 그런 좌표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빗면에 평행한 좌표계에서는
항상 중력의 분력인 mgsinθ의 힘을 고려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면
에 평행한 좌표계에서는 왜 중력의 분력을 고려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
했다. 학생들이 빗면 문제에서는 중력보다도 중력의 분력인 mgsinθ를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더 실체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주목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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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마찰력 문제풀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힘들
(마찰력, 구심력, 수직항력, 원심력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이
것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어떤 힘
이 FBD에 나타낼 수 있는 힘인지의 여부를 혼란스러워했다. 학생들의
이런 혼란과 고민은 어떤 힘이 FBD에 나타낼 수 있는 힘인지의 여부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
들의 이런 고민은 특히 구심력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일부 학생의 경우
구심력도 FBD에 함께 그려놓고 합력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구심력과 함께 FBD에 원심력을 함께 나타내도 좋은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전까지 주로 원심력이 가상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심력을 다른 힘과 동일하게 고려해서 문제
풀이에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FBD에
함께 나타내는 힘이라도 두 힘을 대등한 힘으로 고려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학생들이 어떤 힘을 FBD에 그릴 수 있는 힘인지, 또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대등한 힘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여러 힘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그 힘들이 조금씩 다르
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아
직 이러한 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4. 결론 및 해석학적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들로는 마찰력의 방
향, 마찰력의 반작용 힘, 마찰력의 원인, 힘의 이해(구심력, 수직항력),
좌표계 설정에 관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
인들에는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념, 마찰력의 규칙 사용, 좌표축 선택
의 갈등, 관련된 힘 개념의 부족 등이 있었으며, 특히 문제풀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마찰력의 방향을 찾는 것에 대해 많은 갈등을 느꼈다. 따라
서 마찰력의 크기를 도입하기 이전에,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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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마찰력 이
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물체에 작용하는 마
찰력만 생각하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바닥에 작용하
는 마찰력 및 그 방향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깊은 사고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두 가지로 분류되었던 학생들의 어려움 원인 즉, 마
찰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는 생각과, 마찰력과 관련한 현상만 제시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서로 관련이 있었다.
마찰력을 단순화해서 그 규칙만을 암기하도록 가르칠 경우, 그것이 학생
들의 인과론적 사고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발견했던 문제 1, 2는 학생들이 기존
에 배웠던 지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문제였
다. 마찰력은 상황 의존적 성격이 강한 힘이다. 문제 1, 2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하고, 또 그 문제 상황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학생들의 어
려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및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마찰력 문제를 풀고, 논의하면서 다양
한 힘들과의 관련성을 찾고자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 다음은
한 학생이 다양한 힘들과의 관련성을 고민하면서 주간보고서에 적은 내
용이다.

등속원운동을 학습하며 새롭게 배운 구심력, 원심력과 기존에 알고
있던 수직항력, 중력 사이에 정확한 관계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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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벨로드롭을 도는 자전거의 경우에 수직항력, 중력, 구심력이 모두
있는건지 수직항력, 중력을 구심력으로 표현하는건지 하는 점이다.
Arons(1997)는 마찰력의 특성으로 마찰력이 접촉힘, 수동힘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에 주목했고, Feynman(2006)은 마찰력이 근본적인 힘이 아
니고 수많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Cheong(2008)등은 실험힘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현상을 설명하는 간단
하고 일반적인 법칙이 없는 경우(힘의 특성에 관한 일반적 법칙이 없을
때)의 힘들을 실험힘으로 명명하고, 이런 힘들을 다룰 때 현상에 기반한
추론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마찰력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다른 힘들과의 관계와 함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
는 형태로 제시하면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은 힘의 분류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학생이 주간보고서에 자신의 나름
대로 이해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결과와 같이 마찰력의 부분의 문제
를 그것과 연관된 전체 힘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주었을 때, 학생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일하게 놓고 (단, 방향은 반대)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어서, 주로 구심력 보다는 내가 더욱 쉽
게 느낄 수 있는 원심력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편이었다. 그래
서 원심력을 우리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기본힘과도 같게 여
기고 문제를 풀어 왔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구심력(원심력이 아닌),
중력, 마찰력을 구분짓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야 하며, 구심력은 기본힘도 실험힘도 아닌 그때의 상황에 따
라 결정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어떤 힘이 FBD에 그려주어야 하는
힘인지 아닌지, 그 힘이 관성계에서만 나타나는 힘인지 아닌지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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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힘의 속성과 관련된 논의에 마찰력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마찰력
을 가르치면서 ‘마찰력’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에만 치우쳐 학생들의 어
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마찰력을 다른 힘들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부분과 전체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
을 주목한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의 연관성 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마찰력의 부분과,
그것과 연관된 다른 힘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체 역학 체계의 힘들과
의 관계 속에서 마찰력을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마찰력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업 시간에 그림 Ⅴ-3과 같은 힘의
분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논의하도록 한다면, 이와 같
은 힘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학생들의 마찰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이 얼마나(그리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리고 이것이 해석학적인 이해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관하여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Ⅴ-3.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의 분류 예시
한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마찰력 관련 규칙의 단순 적용과 관련하
여 어려움을 겪거나, 인과론적 신념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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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적인 경험 혹은 부분적인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찰력 관련 규칙과 관련한 어려움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하는
규칙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규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며, 인과론적 신념과 관련한 것은 학생들이 과학적 예측이라는 좁은 범
위의 과학적 탐구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를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
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과학적 탐구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한 보
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마찰력 관
련 규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립하는 규칙을 찾으
려고 노력해 보거나,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의 관점에서 본인의 인
과론적 신념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을 고려하여 마찰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찰력 교수에서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마
찰력 규칙들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마찰력
규칙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지식과 신념을 형성하고, 학생
들은 부분적으로만 성립하는 마찰력 규칙이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전체
적인 것으로 착각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중·
고등학교에서는 마찰력을 너무 복잡하게 다루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어하므로,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한, 보다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마찰력과
관련한 규칙을 탐구하도록 도와주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학생들이 스스
로 마찰력의 기작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3에서는 학생들이 마찰력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및 어려
움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마찰력 개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
고 있는 어려움 및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마찰력 개념 이면에
놓여 있는 배경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해석학에서 활용하는 지평의 개념
과 유사하다. 지평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맥락까지 고려하는 용어로,
연구 3에서는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의 맥락을 깊이 고민해본 것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Ⅴ-2는 학생들이 마찰력 학습에서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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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어려움의 지평을 전면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
다.
결국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
서 논의된 두 가지 차원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 측면의 부분과 전체로 마찰력을 그와 연관된 힘 및
역학체계의 전체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이 형성한
지식 및 신념 차원에서의 부분과 전체로 학생의 부분적인 경험을 그것과
관련된 전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학생의 인
과론적 신념을 과학의 탐구 과정의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 관점의
보다 큰 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연구 4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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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 4: 주제 중심 조별 학습
- 조별 학습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5)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많은 물리 교수자들이, 맥락이 빠진 추상적 지식을 형식적
인 문제 풀이를 통해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들은 자연에 대
한 교수자나 교과서의 지배적인 해석을, 그것이 마치 단 하나의 정답인
양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McDermott외 여러
물리교육 연구 그룹(Hake, 1998)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
지 않았다(McDermott et al.,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ygotsky(1987)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일련의 연구자들은 협
동학습(Johnson et al., 1999; Kalman et al., 1999; Slavin, 1980)이나
동료학습(Mazur, 1997, 2009)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철학은 인식론에 근거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
해 노력하고 있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적인 철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해석학도 그런
흐름의 하나이다. 해석학은 Heidegger 이후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
환을

통해

전통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Eger(1992)는

Gadamer(1975a)의 철학적 해석학을 과학교육의 맥락에 도입하여, “하
나의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해석에 대한 요구”(p.345)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 및 과학 교육에서 해석학적 사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석학은 교실에서 교수자의 자연에 대한 정해진 해석뿐만 아
니라, 학생들에 의한 다양한 해석을 북돋우는 관점이기 때문에, 과학 교
5) Ⅵ장 (연구 4)의 주요 내용은 ‘Ha, S., Lee, G., & Kalman, C. S. (2012). Workshop on
Friction: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Students’ Difficulties in Learning Science Through
a
Hermeneutical
Perspective.
Science
&
Education,
Online
first.
DOI:
10.1007/s11191-11012-19465-11195.’의 내용을 번역,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Ⅵ
장 (연구 4)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은 번역서가 함께 기술되어 있어도 원서의 내용을 직접 참
고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원서의 해당 페이지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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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해석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현장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ger(1992)가 해석학을 과학교육에 도입한 이후, 과학교육에 해석학
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Bevilacqua, 1995; Borda,
2007;

Kalman,

2008).

최근

Kalman(2011)은

학생들이

Gadamer(1975a)의 해석학의 관점을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Kalman은 반성적 글쓰기의 과정을 교과서의 지평과 학생의 지평이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해석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특정한 진술에 대한 자신만의
진술(자신과의 대화)을 하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대화
의 틀에는 두 개의 지평이 존재한다. 하나는 학생들이 믿는 모든 것
을 포함하는 지평으로 그것이 교과서의 진술과 만나는 특별한 영역
에 있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진술문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부
분을 모두 망라하는 지평이다. 여기서 교과서의 단어가 지니는 느낌
이나 의미는 학생과 교과서 저자와의 언어 게임과 연관되어 있다
(Kalman, 2011, p.163).
한편, Gadamer(1975b)는 해석학적 이해가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Aristotle가 언급한 실천적 지식(phronesis)에 대한 관심
을 계승, 발전시켜, 지식이 실천적 상황에서 구체화 되어야 의미가 있다
고 생각했다(최명선, 2005). 하지만 Gadamer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철학적 해석학은 과학 교육의 실천적 영역에서 구체화 되
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철학적 해석학을 과학 교육의 구체적
인 실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해석학적 관점
으로 물리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학적 관점
에서 수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이 교육의 실천적 상황에서 지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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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수
업을 조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탐
구해 보았다. 또한, 이렇게 조직된 수업의 결과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
석, 해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동일한 마찰력 상황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두 개의 진술문에 대해 토론하게 했다. 앞으
로 연구자는 이 두 진술문을 ‘텍스트’로 명명할 것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을 대표하는 주장
이지만, 그것은 이론으로부터 사변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마찰력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참고하여 얻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마찰력 상황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
이 틀릴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들만의 고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
들 만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였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마찰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해석학적 관점에서 수업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2. 워크숍에서 개발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선지평은 어떻게 표현되
는가?
3. 학생들의 선지평이 서로 만나고, 지평 융합 및 확장에까지 이르는 과
정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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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맥락 및 연구 방법
2.1. 마찰력 워크숍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먼저 하나의 마찰력 상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술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텍스트를 읽게 했다(그림 Ⅵ
-1). 각각의 진술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의
견해를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역학을 이수중인 2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들을 3~4명으로 구성된 6개의 조로 나누었다.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일반물리학을 이수한 상태였
다.
텍스트에서 ‘갑돌이’와 ‘을순이’는 마찰력에 대한 다른 견해를 주장한
다(그림 Ⅵ-1). 갑돌이의 진술은 예측 접근과 관련이 있고, 을순이의 진
술은 설명 접근과 관련이 있다.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학생들의 진
술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갑돌이의 진술은 힘에서 출발하여 그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반면, 을순이의 진술은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힘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차이가 있다. 즉, 두 진술은 출발점
과 그에 따른 결론이 다르며, 두 진술 모두 논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진술들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누구의 진술이 더
그럴듯한지 작성하였고, 텍스트를 읽은 후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
지도 함께 작성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 모형과 실세계, 힘과 운동
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통한 사변적인 생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
적인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한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이분법적 진술은 마찰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표적인
생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진술은 사전 연구를
통한 학생들의 쓰기 자료와 대화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 자체가 학생들의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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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완전한 진술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개발한 목적은 학생들이 주어
진 문제 상황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활발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
생들의 추론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간단히 나타
나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단지 학생들의 의견들 중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경향성을 추출하였으며, 학생들은 그 두 경향성 중 보다 자
신들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들
의 선택을 정당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연구자는 학
생들에게 어느 하나의 경향성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혹은 둘 다
부정)할 수도 있었다. 그림 Ⅵ-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찰력 질문지
를 나타낸 것이다(Cheong et al., 2008).

그림 Ⅵ-1. 마찰력 질문지

학생들 개개인이 마찰력 질문지에 대한 자신들의 진술을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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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조별로 나뉘어 토론 활동을 했다. 조별 토론에서 학생들은 갑돌
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과정
을 겪었다. 조별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지평과는 다
른, 다른 학생들의 지평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한 직후 학생들은 토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
다. 보고서에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게 하기 위해, 다
른 학생들이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무슨 의견을 말하는지 적도
록 하였으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조원 중 누구의 의견과 설명이 가장 그럴
듯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이 변했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가?”,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지 작성에서부터 조별 토론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총 110분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활동을 진행 하였으며, 조별 토론 활동 이틀 후
교수자는 뉴턴 역학에서의 두 가지 접근과 마찰력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에서 학생들은 마찰력의 특성과 과학적 탐구의 두 접근
에 대한 교수자의 지평을 접하였다. 강의 일주일 후 학생들은 마찰력 워
크숍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워크숍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입니
까?”, “조별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워크샵
이후의 자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워크숍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
니까? 워크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워크숍이 자
신의 뉴턴 역학 개념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연구자는 모든 단계가 끝난 후 학생들의 잠재
적인 지평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다. 물론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파악한
학생들의 잠재적인 지평도 마찰력에 대한 학생들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Ⅵ-2는 앞서 설명한 워크숍의 단계
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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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워크숍의 진행 과정
그림 Ⅵ-1과 그림 Ⅵ-2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
다. 그림 Ⅵ-2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마찰력 질문지에 대해 응답
하는 단계로 이것은 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마
찰력 질문지(그림 Ⅵ-1)의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
른 관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평과는 다른 지평의 존재를 분명
하게 해 준다. 또한 마찰력 질문지(그림 Ⅵ-1)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은 학생들이 다시 그들 자신의 지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후 그림 Ⅵ-2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지평으로부터 다시 다른 학생들의 지평에 이르도록 한다. 이처럼
조별 토론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지평을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림 Ⅵ-2의 세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지평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림 Ⅵ-2
의 네 번째 단계인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지평과 다른
교수자의 지평을 만났으며, 다른 학생의 지평을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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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사고의 발산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림 Ⅵ-2의 마
지막 단계인 주간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지평으
로 수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발산하였고, 또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이렇게 발산된 생각
을 다시 하나로 수렴하는 경험을 하였다. 여기에서 토론 활동이 학생들
의 지평을 다른 학생들에게 위치시킨다면, 쓰기 활동은 다시 그들의 고
유한 지평으로 환원시킨다고 볼 수 있다. Kalman et al.(2004)은 쓰기
활동이 조별 활동에 덧붙여질 경우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이 경우 의견을 종이에 기록하는 활동이 조별 활동 과정
에서 발산된 학생들의 생각들을 정련하고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별 토론을 통한 사고의 발산과 쓰기 활동을 통한 사고의 수렴
을 통해 학생들은 지평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학적 순환은 학생들이 세 번의 다른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워크숍의 단계
들을 통해 학생들의 지평은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한 개인의 지평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의 만남을 통한 조의 지평으로, 마지막으로 교수자
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교실 전체로 점차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연구
자는 학생들의 지평이 끊임없이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이 의미 있는 조별 토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
을 조직했다. 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Gadamer(1975a)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해는 항상 그
들 자신에 의해 존재하는 지평의 확장을 통해 일어난다” (p.306).

2.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마찰력 질문지(토론을 실시하기 전), 조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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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녹화한 영상 자료(두 개의 초점그룹), 토론 내용을 녹음한 음성 자
료(나머지 네 그룹), 조별 토론에 대한 보고서(토론 직후), 워크숍에 대
한 주간보고서(강의가 끝난 일주일 후)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
다. 표 Ⅵ-1은 수집 시점에 따른 연구의 수집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학
생들은 쓰기나 말하기 중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학생들의 지평은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종류의 데이터만으로는 참여
자가 어떤 지평을 가지고 있고, 그 지평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악하
기 힘들다. 학생들의 지평의 변화나 지평이 융합되는 모습을 더 잘 포착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Ⅵ-1. 수집 시점에 따른 연구의 수집 자료
수집 시점

수집 자료

토론 전

마찰력 질문지

토론 과정

영상 및 음성 자료, 전사 자료

토론 직후

조별 토론에 대한 보고서

강의 일주일 후

워크숍에 대한 주간보고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작성한 마찰력 질문지 내용과 조별 토론 내용(영
상 및 음성 자료)으로부터 학생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평이 무엇이
었는지 추측할 수 있었으며, 조별 토론 내용과 조별 토론 직후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평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학생들의 주간보고서로부터 교수자
의 지평과의 만남까지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의 지평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에서 학생들
은 텍스트의 지평, 다른 학생들의 지평, 교수자의 지평 등 크게 세 종류
의 낯선 지평과의 만남을 가졌다. 표 Ⅵ-2는 자료별 학생들의 지평 파
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이 텍스트의 지평과 만나기 전·
후의 지평은 마찰력 질문지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의 지평
과 만난 후의 지평은 토론 내용과 토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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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평을 만난 후의 지평은 주간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했음을 보
여 준다.

표 Ⅵ-2. 자료별 학생들의 지평 파악
텍스트 지평 전

텍스트 지평 후

다른 학생의 지평 후

마찰력 질문지

마찰력 질문지

토론 내용

토론 내용

토론 내용

토론 보고서

교수자의 지평 후
주간보고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존재론적 해석학의 방법
을 활용하였다(Reichertz, 2002). 존재론적 해석학의 방법을 연구에 활
용한 많은 연구자들이 심층적인 사례 분석과 해석학적 접근의 이론적,
방법론적 활용에 대한 토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본 연구
의 모든 영상자료, 음성자료등의 원자료(raw data)들은 전사되었고, 전
사 자료 및 학생들이 서술한 자료들은 모두 오픈 코딩(open coding)되
었다. 전사 과정에서 조별 토론 중 학생들의 위치나, 그날의 학생들의
기분과 같은 상세한 것들도 기록해 두었으며, 다른 특이 사항들도 연구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다음 단계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워크
숍에 대해 연구자가 얻은 자료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가능한 많은 해석
의 단계를 거쳤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해석을 수행한 경우,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연구자의 해석이 과연 원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것
이 맞는지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
복되었다. 이와 같은 반복적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연
구자는 또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을 위해 연구 맥락과 학생들의
토론을 상세히 묘사했다(Geertz, 1973). 연구 자료의 분석에는 두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삼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의 분석에 대해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토의하였
고, 분석의 타당성에 대해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를 거쳤다
(Merriam, 1998). 동료 검토의 최종 단계에서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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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선입견과 판단을 부정해 보았으며, 이는 또 다른 생산적인 해석
의 토대가 되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3.1절과 3.2절에 나누어서 기술할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담았고, 두 번째 절에
서는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초점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워크숍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기술하려
고 했다. 학생들의 구분을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 22명 개개인에 대해 A
부터 V까지의 알파벳을 부여했다.

3.1. 전반적인 결과: 모든 참여자의 응답
1) 선지평들의 표현
해석학에서 학생들의 선지평은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하다. Heidegger(1977)가 언급했듯이 인간은 반드시 어떤 앞서－구조
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절에서 연구자는 우선,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
한 지평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술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지평은 단순히 학생들이 마찰력 질문지에 적
은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마찰력 질문지에는 자신
들의 의견을 충실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
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토론 전에 마찰력 질문지에 적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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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토론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
로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분류해보았다.
우선 워크숍 질문지(그림 Ⅵ-1)의 첫 번째 질문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다른지, 혹은 같은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같다’와 ‘다르다’의 두 가지였고, ‘같다’, ‘다르다’의 논
의와는 약간 다른 관점인 ‘둘 다 맞다’, ‘둘 다 그럴듯하다’는 소수 의견
도 있었다.
표 Ⅵ-3.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코딩
코

드

S (Same)

내

용

•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은 같은 주장이다.

D (Different) •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은 다른 주장이다.
B (Both)

• 둘 다 맞다. 둘 다 그럴듯하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이들이
단지 순서의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즉, 갑돌이와 을순이가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순서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
다. 흥미롭게도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서 순서의 차이를 발견한 학생
들은 이처럼 순서의 차이만 있어서 두 진술이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순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진술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갑
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유형은
표 Ⅵ-4에 정리하였다.
학생들은 갑돌이, 을순이의 진술의 차이 외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서,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 둘 다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둘 다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갑돌이가 맞
을 수도 있고, 을순이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생각하거
나,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혼란에 빠져 둘 다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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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주장을 유형별로 정리
한 것이다.
표 Ⅵ-4.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코딩
코드

내

용

• 이 두 개가 다른거는 갑돌이는 먼저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한 후에 힘을 합력을 그 때 다시 해서 알짜힘이 0이 돼서 인제
정지 상태를 얘기했는데, 을순이는 우선 알짜힘의 결과를 보고 나서
마찰력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C)
• 을순이는 상태를 보고 현상을 분석한 내용이고 갑돌이는 현상 자체
D1

를 아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준거잖아.
(G)
• 갑돌이는 이론적인 토대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고
을순이는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 하나 역으로 찾아가는 을순이가 과학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요. (H)
• 갑돌이는 교육 과정상의 물리를 배운 상태이고, 을순이는 기존의 물
리 현상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추론 능력이 뛰어
난 사람 같다. (F)

D2

• 갑돌이는 선생님한테 배운거라면 을순이는 독학한거. (H)
• 갑돌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마찰력에 대한 지식으로 그거를 해석을
한거고, 을순이는 보이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한
거고. (S)
• 갑돌이는 발견이고, 을순이는 고안이다. (갑돌이는 정지마찰력을 발

D3

견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한거지. 먼저 발견된 정지마찰력의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한거지) (K)
• 마찰력의 방향이란게 물체의 운동방향을 고려해서 정할 것인지, 아

D4

니면 힘의 방향을 고려해서 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갑돌이의
의견으로는 힘의 반대로 정한 것이고, 을순이의 의견으로는 운동방
향의 반대라고 생각한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 (N)

D1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힘
(이론)을 먼저 보고 운동(현상)을 나중에 보는지, 아니면 운동(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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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 힘(이론)을 나중에 보는지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D1은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텍스트를 해석한 학생들로 이 유형의 학생들이 가
장 많았다. D2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차이는 교수와 독학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갑돌이는 누군가에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적용한 것이고, 을순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서 현상을 보고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D2와 같은 생각은 토론을
통해 생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소수의
학생들에게서 D3, D4와 같은 흥미로운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 D3을 주
장한 학생은 정지 마찰력의 성격에 주목한 주장을 펼쳤다. 즉, 정지마찰
력을 발견된 것, 혹은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돌이는
이미 발견된 정지마찰력 개념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을 한 것이고, 을순
이는 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정지마찰력 개념을 새롭게 고안한 것이라
는 주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D4를 주장한 학생은 마찰력의 방향은 힘의
반대 방향일 때도 있고, 운동의 반대 방향일 때도 있는데, 갑돌이는 힘
의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순이는 운동의 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을 비교한 주장들을 유형화 해 보았
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갑돌이와 을순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 유형화 한
것들이다. 몇몇 학생들은 마찰력 질문지에 자신의 의견을 적을 때,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갑돌이와 을순이를 주장하는 근거를
자세히 적어 놓지 않고, 단지 갑돌이나 을순이 중 누구 한 명이 맞는 것
같다고 선택만 한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그 학생
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단순히 갑돌이나 을순이를 선택만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코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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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갑돌이와 을순이의 선택에 대한 코딩
코드

내

갑

• 갑돌이

을

• 을순이

용

한편, 갑돌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다섯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갑
돌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표 Ⅵ-6에 정리하였다.
표 Ⅵ-6. 갑돌이의 의견에 대한 코딩
코드

내

용

• 갑돌이의 주장이 그동안 접해왔던 마찰력의 정의에 가깝다. (B)
•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현상 전에 이미 마찰력이 있고 그것이
갑1

힘을 받고 운동하는 것을 정지시키려 …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갑돌이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E)
• 을순이가 말한 정지 마찰력 개념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 (J)
• 갑돌이, 운동의 원인은 ‘힘’이다. 따라서 원인인 ‘힘’을 먼저 분석하
고 운동을 이해한다. (F)

갑2

• 갑돌이. 알짜힘이 0이라는 것은 마찰력 때문에 0이 된 것이지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Q)
• 모든 물리 현상의 시작은 힘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 따라서 힘에
대해서 먼저 기술한 갑돌이의 의견처럼 평소에 생각하긴 한다. (U)
• 마찰력에 대한 물리현상이 정립된 지금은 갑돌이의 의견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F)

갑3

• 거시세계에서 너무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갑돌이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
겠다. (E)
• 을순이의 주장에는 마찰력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알짜힘이 0N이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B)

갑4

• 을순이 같은 경우는 정지 마찰력이 아니어도 다른 힘이 있다고 생
각할 수 있지 않을까? (F)
• 마찰력은 근원을 가진 힘인데 을순이의 주장은 접촉면과의 상호힘
뿐만 아니라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힘을 마찰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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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내

용

적절하지 않다. (T)
갑5

•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싶은걸 을순이가 먼저 말을 하고 뒤의 내용은
약간 짜 맞췄다하는 느낌의 그런 문장 (B)

먼저 갑1은 학생들 자신이 평소에 갑돌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갑돌이처럼 배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을순이
처럼은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는 등,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갑
돌이처럼 생각한 경험만 있었기 때문에 갑돌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갑2는 인과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역학적 현상
의 원인은 힘이므로, 힘을 먼저 분석하고 그 이후 운동을 이해한 갑돌이
의 사고가 을순이의 사고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갑3은 을순이의
주장도 옳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갑돌이가 더 맞는 것 같
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즉, 지금은 (이 부류의 학생들은 지금은 마찰
력    과 같은 법칙이 있으므로 마찰력에 대한 법칙이 이미 확립되
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찰력에 대한 이론이 모두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갑돌이처럼 자신이 마찰력에 대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현상에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갑4는 갑돌이가 맞다고 주장하는 대신 을순
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반론을 통해 갑돌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다. 이들은 을순이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
게 정지마찰력을 도입했으며, 정지마찰력 이외에도 다른 힘에 의해 문제
상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마지막으로 갑5도 갑4와 마찬가지로 을순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유형이었다. 갑5는 을순이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나머
지는 그 내용에 맞게 짜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을순이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을순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여섯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을
순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아래 표 Ⅵ-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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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을순이의 의견에 대한 코딩
코드

내

용

• 을순이. 나의 사고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정지했네” - “무슨 힘
을1

이 작용하는가” - “정지 마찰력이겠지” (H)
• 평소 생각이 저도. 평소 상황을 보면 힘이 어떻게 되냐를 보기 때
문에 (A)
• 마찰력이라는 개념은 운동의 결과로써 도입이 되는 개념. (A)
• 마찰력의 개념을 운동의 현상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

을2

면 (C)
•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지마찰력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 걔가 있다
는 걸 생각하고 말한게 아니라 얘가 가는데 멈추더라. 그러면 뭔가
힘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마찰력이란걸 발견한 거니까 (O)
• 이 정지마찰력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얘랑 반대고 얘랑 똑같은 힘
으로 작용을 한다를 을순이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을3

설명은 을순이 (D)
• 알짜힘이 0이라면 F에 반대 방향 같은 크기의 상쇄되는 힘이 존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돌이의 경우 왜 정지마찰력이 힘 F와
평형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R)
• 이걸 약간 교육이랑 관련시켜서 생각을 했는데 … 그런데 제가 물
리를 배우는 과학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을순이에 가깝다고 생각

을4

을 해서 저는. 물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생활속의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것이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먼저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게 뭔가 배워야 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옳
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E)
• 갑돌이는 마찰력이라는 걸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이가 말한 것

을5

처럼 귀납적추론? 가정이 틀리면 결론도 다 틀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가정이 없으니까. 그 가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실험만 맞
다며는 틀릴 이유가 없겠지? (P)

을6

• 갑돌이가 정지마찰력은 F와 같고 반대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
연 마찰력의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C)

을1은 평소 자신의 사고 방식이 을순이와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은 평
소 자신들이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접할 때 을순이와 같은 사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을순이의 주장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을1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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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이 갑돌이와 비슷하다는 갑1과 대비된다. 을2는 마찰력 개념이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먼저 도입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마
찰력의 존재를 운동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을순이처럼 운동
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을2는 마찰력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의 발견된 상황의 맥락 및 그 때의 조건을 상정한 것으로
마찰력 이론이 정립되었다는 조건을 상정한 갑3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
다. 을3의 학생들은 을순이가 상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므로,
단순히 정지마찰력을 도입한 갑돌이에 비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갑
돌이의 경우 정지마찰력이 외력F와 반대 방향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하지
만 을순이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다는 것이다.
이들은 을순이가 뭔가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
편, 을4는 물리를 배우는 학생은 갑돌이처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
식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을순이처럼 현상을 먼저 보고 그 원인을 추론하
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적 관점을 고려한 특별
한 생각으로 참여자들이 사범대 학생들이라 교육적 관점을 고려한 학생
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5는 갑돌이는 가정이 틀리면 그 결과가 다
틀리지만 을순이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정이 틀릴 이유가 없으므로 을순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을5는
갑돌이가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6은 단순히 갑돌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을순이가 맞다고 생각
한 유형으로 갑돌이의 태도는 마찰력의 정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의 선택의 정당화
를 밝힌다는 점에서 을5와 을6은 갑4, 갑5와 대비된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이 다르다는 의견에 대한 코딩으로부터 이 두
진술에 대한 학생들의 지평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학생들은 연구자들이
두 진술을 통해 의도한대로 이 두 진술이 순서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평
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본인들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교
수와 독학의 차이로 두 진술을 바라보는 지평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지마찰력이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지 고안된 것인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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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볼 수 있는 지평과, 연구 3에서 언급했던 마찰력과 관련한 규칙
의 습득을 통한 지평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갑돌이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평소 사고 과정이나 학
습의 경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과론적 신념에 비추어 본 연구의 두
진술을 바라보는 지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을순이를 선택한 학생들
은 평소의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사고
에 대한 지평을 바탕으로 을순이를 선택했고, 사범대 학생이라는 맥락에
비추어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도 있었다. 이렇듯 학생들은
마찰력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지평을 획득하고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평을 바탕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
한 지평은 나중에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2) 타자의 지평과의 만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 두
어야만 한다” (Gadamer, 1975a, p.303).
우리는 항상 타자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은 그 자체가 학생
들에게는 새로운 지평, 낯선 지평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새로운 지평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듯 새로운 지평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이라면 조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J)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N)
정해진 진리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P)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해한 것을 들어볼 수 있어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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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다. 특히 교육에 있어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S)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가 다양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V)
학생들은 조별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에 보다 개방적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
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성공적인 조별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학생들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텍스트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와 같은 개방성은 Gadamer 해석학의 중심 개념이다. “Gadamer는
능숙한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Warnke, 1987, p.171). 여기서 Gadamer가 생각하는 개방성은 “보다
나은 선택의 가능성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arnke,
1987, p.173).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개방성을 가질 때 그는 그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진술들을 통해, 본 연구의 학생
들은 개방성을 가지고 타자의 지평과 성공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앞서 학생들의 주장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었다. 학생들의 주
장은 연구자가 분류한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자는, 동일
한 학생의 의견이, 그가 표현한 자료의 종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
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Ⅵ-8은 학생들이 갑돌이, 을순
이와 관련하여 선택한 숫자를 텍스트를 접하기 전, 텍스트를 접한 후,
토론 중, 토론 후로 나누어서 표시한 것이다.

표 Ⅵ-8.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선택
비 고

텍스트 전

자 료

텍스트 후

마찰력 질문지

토론 중

토론 후

토론내용전사

설문지

갑

8

5

6

6

을

12

13

11

10

B(둘다)

2

2

4

5

합계

22

20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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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에서 을순이를 선택한 학생의 수가 갑돌이를 선택한 학생의
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 연구에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일
관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 조건이 운동에서 시작해서 힘으로 끝
났기 때문에 학생들도 을순이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Ⅵ-8에서 학생들이 갑돌이나 을순이를 선택한 수는 크게 변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선택에 대한 경향성은 토론
을 거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수의 변화는 크
지 않지만 둘 다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한 학생들의 수가 텍스트를 읽기
전에는 2명이었는데, 토론 후에서 5명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처
럼 둘 다 맞는 것 같다고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의 타당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Ⅵ-9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앞 절에서 분류한 유형을 바탕으로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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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조원 개개인에 대한 자료별 코딩
비 고
자 료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텍스트 전

텍스트 후

마찰력 질문지

토론 중

토론 후

토론내용전사

설문지

A

S, 을

을

S, 을1

을2

B

D, 갑1

갑4

D1, 갑1, 갑4, 갑5

을3

C

D, 을2

을6

D1, D2, 을2

·

D

D, 을

B

D1, S, B, 을3, 갑

을3, 갑

E

D, 갑1

을

갑1, 을4

을4, 갑3

F

S, 갑2

갑3

갑3, 갑4

D2, 갑

G

D, 갑

갑

D1, 갑3, 갑4, B

갑4, (을4)

H

D, 을1, 갑

을

D1, D2, 을, B

을4

I

S, 을2

S

을1

(D3), 을

J

S, 갑1

·

D3, 갑

D3, 갑

K

D3, 갑

갑

D3, 갑4

D3, 갑

L

D, 을1

을

D1, 을

을1

M

S, D1, 을

D1, 을

·

(D4), 을

N

D, 을

을

D1, D4, B

D4, B

O

D, 을

을

D1, 을1, 을2

을

P

D, 을

을

D1, 을5

(D4), 을

Q

D, 을1

갑2

을1, 갑2

갑2

R

D, 을3

을3

D1, 을3

D1, 을3

S

S, 을2

을

S, D1, 을2

D1, 을2

T

D, 갑4

·

D1, 갑4

D1, 갑4

U

D, 갑2

을

D1, 을

D1, 을, (갑4)

V

D, B

을3

을3

갑4

표 Ⅵ-9에서 ‘( )’로 표시한 것은 자신의 고유한 주장 외에 다른 의견
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이들은 토
론을 통해 다른 학생의 지평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
른 학생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G학생은 토론
후 의견 부분에 갑4, (을4)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 최종 의
견으로 자신이 토론 과정 중에 보여주었던 갑4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
하면서도 H학생의 을4의 의견인 교육적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을4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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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교수-학습자의 태도와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주장이
너무 간단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해서 그 학생이 왜 갑, 을을 지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단순히 갑, 을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한 번 갑돌이나 을순이 중 한 쪽이 옳다고 생각
하면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자신
의 처음 생각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근거가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외적으로 B와
V 두 학생만 처음 생각을 바꾸었는데, B는 갑돌이의 생각을 강하게 가
지고 있다가 을순이로 바뀐 경우이고, V는 거꾸로 을순이의 생각을 가지
고 있다가 갑돌이로 바뀐 경우이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 과정
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의견
을 바꾸었다.
학생들의 의견 중 갑돌이나 을순이가 왜 맞는가를 주장하기보다는 갑
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갑돌이(혹은 을순이)를
선택하겠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갑돌이, 을순이의 차
이를 지적하면 갑돌이(혹은 을순이)를 선택한 근거를 드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H, L, N, U의 학생은 D1 유형의 주장을 하면
서 갑돌이, 을순이의 차이를 지적한 뒤, 갑돌이와 을순이가 순서의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갑돌이(혹은 을순이)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은 갑돌이나 을순이를 선택한 논리적인 근거를 주장하기 보다는 갑돌이
와 을순이가 어떤 차이를 보여서 갑돌이(혹은 을순이)를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그들이 왜 갑돌이(혹은 을순이)를 선호하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은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토론 중에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경향
을 보였다. 예를 들어 표 Ⅵ-9에서 마찰력 질문지에는 갑돌이나 을순이
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단순히 갑, 을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
들도 토론 중에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갑1, 을2 등의 유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더 자세히 들어서 제시하려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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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쓰기’ 자료에 표현된 학생들의 코딩 유형보다 ‘토론 중’의 내
용에 표현된 학생들의 코딩 유형이 양적으로 더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표 Ⅵ-9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의견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평을 만나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하나의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장들이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
의 지평을 단순히 설문지 등의 단편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설문지 등 글쓰기를 통한 의견 표현
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미처 작성하지 못한 내용이라
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지평은 하나의 제한된 맥락에서는 그 맥락에 제한된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으므로 하나의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지평을 파악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
른 맥락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지평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애써야 한다. 또 학생들의 지평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변화해가는 것으로 이
해하는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다.
3) 지평의 융합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가 ‘참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 많은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한 오랜 계몽주의적 전통이 있었다. Heidegger, Gadamer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이 선입견은 오직 오해의 근원일 뿐이라고 생각했
다. 하지만 Heidegger(1977)와 Gadamer(1975a)는 선입견에는 한계도
있지만 선입견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Gadamer는
지평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평을 가진다는 것은 가까이 보이는 것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302).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타자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원래 가

- 216 -

지고 있던 선－지평 너머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갑돌이와 을순이 중 누
가 옳은가?’라는 부분적인 문제를 벗어나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
의 학습을 성찰하고 있었다.

그 동안 마찰력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마찰력은 이미 알고 있
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토론을 통해 좀 더 원론
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학의 탐구과정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B)
갑돌이와 을순이의 문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갑돌이와 을순이 중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푸는지 왠지 신경
쓰며 풀 것만 같다. (E)
뉴턴 역학에 국한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바뀐 것 같다. 이전에는 그 현상에 해당하는 법칙이나 규칙
을 먼저 찾고 대입해보려는 태도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현상을 하나
하나 쪼개고 들어가면서 부분 부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F)
개념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 어떤 것이 올바른 이해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
해한 것을 들어볼 수 있어 생각이 확장된다. 특히 교육에 있어 이러
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S)
평소의 나의 생각하는 습관도 되돌아 볼 수 있었는데, 평소엔 문제
가 쉬운경우 가볍게 갑돌이처럼 운동의 상태 먼저 파악하지 않고 바
로 풀어대곤 했는데, 이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간혹 치명
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번 워크샵을 통해 그런 습관은 고쳐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V)
B는 워크숍 이전에 갑돌이의 지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워크숍을
통해 B의 지평은 완전히 변했다. 워크숍 후, B는 더 이상 갑돌이나 을순
이의 진술 수준에 머무르는 대신, 더 큰 지평의 맥락에서 갑돌이와 을순
이의 두 아이디어를 과학 탐구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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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을 넘어 전체적인 과학 탐구라는 새로운 지평으
로 나아가고 있었다.
E의 진술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는 앞으로 ‘자신이 문
제를 풀 때 갑돌이와 을순이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풀 것인지 신경
쓰며 풀 것만 같다’는 인상적인 의견을 보였다. 여기서 E는 갑돌이와 을
순이로 대표되는 두 접근에 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그것
을 통해 자신의 문제 풀이 방식 전반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워크숍에서의 경험이 E의 문제 풀이 전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F와 V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지평과 비교하면서 워크숍 이후
자신들의 지평이 변화했음을 깨달았다. F는 뉴턴 역학을 넘어 어떤 현상
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V는 평소
문제 풀이를 할 때의 자신의 접근 방법이나 생각하는 습관 자체를 반성
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F와 V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소 습관
등 전반적인 부분이 워크숍을 통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S는 해석학의 중요한 문제인 ‘올바른 이해’를 언급하고, 그것
에 대한 고민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S는 단순히 ‘갑돌
이, 을순이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수준을 넘어 참된 ‘이해’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많
은 학생들이 단순히 갑돌이, 을순이의 부분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것을 넘어 그들의 새로운 경험으로 ‘전체’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특징
을 보였다. 다음은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다룬 인용구이다. 이 인용구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전체에 대한 고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 잘 보여준다.

전체의 의미는 개별적인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의미(sense)”이다. 하
나의 사건이나 경험은 연구자의 삶을 대체할 수 있다. 전에는 의미
있는 경험들이 무의미해지고, 명백히 무의미했던 경험이 의미를 지
닐 수도 있다. (Palmer, 1969,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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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가지게 된 전체(과학 탐구, 문제 풀이 전략, 평소의 생각하
는 습관, 이해의 참 의미)의 의미는 개별적인 부분(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얻어진 ‘의미’이다. 그들은 전에는 무의미 했
던 마찰력에 대한 여러 경험들을, 워크숍의 부분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것으로 엮어 나갔다.
4) 다른 효과들
본 연구의 워크숍은 학생들의 학습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그들은 마찰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 졌다거나, 마찰력에 대해 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물리의 개념 없음을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개념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E)
마찰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마찰
력이 항상 운동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던 큰 오개념을 바
로잡아 주었다. (K)
조원들의 지적이 틀린 개념을 바로 잡아 주었다. (Q)
마찰력의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의견 외에 학생들의 조별 토
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워크숍에
서의 토론이 이전에 수업 시간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토론과는
다른,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조별로 토론해 보자라는 수업진행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조별로 토론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정말로 풀이 방법을 잘
모른다던가, 혹은 토론의 여지없이 너무 당연하게 나와 버리는 답이
라던가) 주제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을 때의 당혹감 때문이었다.
워크샵을 하고 난 후에는 조별 토론에 약간의 호의적인 감정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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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
다른 문제들은 정확한 값의 답이 있고 … 그런 식의 토의나 토론은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수학, 과
학의 토론이었는데 워크숍 문제의 경우는 답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서 충분히 그 답의 타당성을 밝힐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주제로 이러한 토론 내용이 처음이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I)
평소에는 조별로 토론하라고 따로 준비를 마련해놓고 하라고 하면,
딱히 내 생각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에
게 동의만하면서 은근히 묻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감흥이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일부러 의견차이가 있는 사람을 두
고 토론을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심히 나의 생각을 얘기하며 상
대방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런 조별 토론을 통해 나의
생각도 변화해감을 느끼며 새삼 조별 토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V)
E는 이전에는 조별 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크숍에서는 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고 적절했기
때문에 조별 토론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I는 워
크숍에서 다룬 주제가 정확한 값의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토론하
기에 적절했고, 또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I가 지적한 것처럼 조별 토론
에서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조별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가 너무
쉽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바로 정답을 떠올렸다고 생각해서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 만약 조별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가 너무
어렵다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기 힘들게 된다. 한편 주제의 난이도 못지않게, 그 문제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인지의 여부도 조별 토론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
양한 해석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지평을 만나고, 자신의 지
평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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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조별 토론에 비해 이번 워크숍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고 밝히고 있으며, 조별 토론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3.2. 사례 연구의 결과
3.2절에서는 4명으로 구성된 초점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기
술하려고 한다. 조별 토론 전에(텍스트의 지평을 만난 후) 4명의 학생
중 2명(F, G)은 갑돌이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2명(E, H)은 을순이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워크숍에서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
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마찰력에 대해 본인의 이해를 보다 더 풍부하
고 깊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주어진 마찰력 문제 상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 즉 텍스트의 지평과의
만남이다. 주어진 마찰력 상황에 대해 갑돌이와 을순이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지평이었다. 그들은
텍스트를 읽은 후 누구의 진술이 더 그럴듯한지, 텍스트를 읽고 난 후
그것을 읽기 전의 생각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작성했다. 이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조별 토론활동을 하였고, 이것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조별 토론활동
을 녹화 및 녹음, 전사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조별 토론활동을 한 이틀
후, 학생들은 뉴턴 역학의 두 접근과 마찰력의 비근본힘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학생들에게는 교수자의 강의가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되었다. 강의 일주일 후, 그들은 워크숍의 장단
점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절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조별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지평과 만나고, 지평의 변화를 경
험하며, 궁극적으로 지평의 융합에까지 이르는지 초점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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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의 지평과의 만남
그림 Ⅵ-1의 마찰력 상황에 대한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은 학생들이
그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의견이었다. 이 경우 텍스트 자체
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마찰력 질
문지의 2번 문제에서 갑돌이의 의견과 을순이의 의견 중 어느 의견을
더 선호하는지 작성했으며, 이후 3번 문제에서 텍스트를 읽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했다. 많은 학생들은 문제 2와 문
제 3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비슷한 응답을 하였다. 다음은 초점그
룹 학생들이 마찰력 질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문제 2와 문제 3에 대한
응답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두 문제의 응답에 대한 구분은 ‘/’를
사용하였다.

E: 갑돌이, 현상 전에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 을순이, 생활속의 현
상 분석에 용이...?

F: 갑돌이, 운동의 원인은 ‘힘’이다. 따라서 원인인 ‘힘’을 먼저 분석
하고 운동을 이해한다. / 갑돌이. 위의 이유와 같다. 을순이의 주
장은 처음 마찰력을 찾아낸 사람들이 했었을 것 같은 일이다. 어
느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마찰력에 대한 물
리현상이 정립된 지금은 갑돌이의 의견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G: 갑돌이. 을순이의 경우... / 갑돌이
H: 을순이. 나의 사고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정지했네” - “무슨
힘이 작용하는가” - “정지 마찰력이겠지”. 다만 갑돌이적인 사고
일 수도 있는 것 같다. / 을순이. 현상에 관한 분석을 할 때 먼
저 관찰을 통해 접근했다. 과학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E는 문제 2에서는 갑돌이라고 응답하여 평소에는 갑돌이처럼 생각한
다고 반응했지만, 문제3에서는 을순이라고 응답하여 텍스트를 읽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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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순이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에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이 단계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E의 생각은 이후 조별 토론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F
는 운동이 원인이고 힘이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추론한
갑돌이가 옳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지금은 마찰력에 대한 이론
이 정립되어 있다는 조건을 들며, 그런 조건 하에서는 갑돌이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G는 갑돌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갑돌이를 선택
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G도 이후 조별 토론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의
견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H는 을순이의 사고 과정이 자신의 사고 과
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는 의견과, 과학의 과정에는 을순이
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는 비록 을순이를 선택
했지만, 갑돌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H의 유보적인 태도
는 H가 이후 조별 토론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결국
텍스트의 지평을 접한 후, 최종적으로 F와 G는 갑돌이, E와 H는 을순이
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2) 다른 학생의 지평과의 만남
Gadamer(1975a)는 “개인은 항상 타자와 함께 이해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라고 했다(p.304). 이는 어떠한 지평도 결코 독립
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 모든 개인의 이해는 타자의 이해와 얽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Gadamer가 언급했듯이, 개인의 지평은 “결코 닫힌 지
평일 수 없다”(p.304). 개인의 지평은 명백히 타자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따라서 개인의 지평은 그가 처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평과 다른, 타자
의 낯선 지평을 만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본래 지평에 변화를 겪었다.
이번 절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조별 토론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다른 학생의 지평과의 만남의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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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조별 토론의 흐름도
그림 Ⅵ-3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조별 토론의 흐름을 개
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의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단계는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부
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조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
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
써 새로운 통합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조별 토론 과정에서 다
룬 구체적인 대화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담화 사례에 이어서
조별 토론의 흐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턴 학생

토론 내용

단계

갑돌이와 을순이가 말하는게 … 갑돌이는 이론적인 토
대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고 을순이는
1

H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원인이 되는 것
을 하나 하나 역으로 찾아가는 을순이가 과학에 더 어
울리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을순이. 찾아가니까. 과학
초기의 단계겠지. 마찰력에 대한 물리 현상이 지금은

2

F

거의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런 것을 알고 있다
고 생각한다면 갑돌이가 맞는 것 같아. 마찰력도 어떤
힘의 일종이라는걸 알며는 힘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
운동을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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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생각 표현

갑돌이라고 했어. 의견이 비슷한데 갑돌이가. 을순이는
상태를 보고 현상을 분석한 내용이고 갑돌이는 현상
자체를 아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준거잖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라는. 어떠한 것을 보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다른 것 같아서. 을순이의 주장
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운동이나 역학 관계를 설명해
3

G 주는 거는 당연한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마
찰력의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봤을 때 더 타당하다
라고 하는 거는. 반론이 있다면. 정확한 것은 갑돌이인
것 같은데 을순이는. 그러니까 처음 정지상태에서의 어
떤 힘의 상태를 힘의 역학 관계를 설명해 낸 과정이잖
아. 이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힘이 개입될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만에하나.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건 하
나의 가설이 더. 가정 자체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네. 저는. 을순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를 보는 순간에 저
희가 물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물리를 또 가르
쳐야 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걸 약간 교육이
랑 관련시켜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4-B에서
갑돌이가 먼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정지마찰력의
개념이라 생각해서 그 이유를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현상전에 이미 마찰력이 있고 그것이 힘을 받고 운

4

E

동하는 것을 정지시키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갑돌이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물리를 배우는 과학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을순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저
는. 물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생활속의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것이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먼저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게 뭔가 배워야 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옳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
서 그럴듯한 주장을 을순이로 선택했어요.
(각자 정리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5

H 따라서. 이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문제를 해
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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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제안Ⅰ

가? 그거를 생각하는거랑. 출제자의. 연구자는 그냥.
(긁적 긁적)
6

그래서 이 방식(을순이처럼)으로 생각하는? 아무도
F (을순이처럼)생각
안하잖아.

7

H 저는 을순이라고 생각했어요.

3. 차이의
인지

……
그건. 근데. 그게. 나는 의견이 갑돌이의 의견 같애. 왜
냐하면 을순이 같은 경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8

G

나는 그거를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물리학
자들이 을순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적으로 케플러
가. 너 알지? 그 사람이 30년동안 관측한 그. 스승.
케..

9

F

10 H

을순이 같은 경우는 정지 마찰력이 아니어도 다른 힘

4. 지평들의
갈등

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태만 준거잖아요. 물체에 힘주는거. 마
찰력 외에도 다른 힘이 없을까. 그건 오픈된 마인드?
……

11

F

근데 을순이처럼 하면 가능성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
그러니까 물리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어

12 H 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둘 다 필요할 거 같아요.

5. 통합
제안Ⅱ

어느 때는 이런..
13 G 외우고 들어가는
14

F 뭘 외워. 이해하는거지. 마찰력을 이해하는 거지.

15 E 처음에는 솔직히 외우지 않았을까?
16 H 나도 처음에는 외운 것 같아요.
……

6.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Ⅰ

17 H 이제 외운 걸로는 한계가. 언젠간.
……
18 H

그러니까. 둘 다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타
당할 수 있는

19 G 타당한 거 같애. 둘 다.
20

F

근데 또 한 번 그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안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21 H 저는 형들 말씀 들으면서. 이 문제를 순간적으로. 이

- 226 -

7. 통합
제안Ⅲ

문제는 갑돌이 의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2 E 응. 나도 그런 생각이.
23

F 갑돌이는 뭘 배웠고, 을순이는?

24 H 갑돌이는 선생님한테 배운거라면 을순이는 독학한거.
25 E 내가 좋아하는 패러데이네?

8.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Ⅱ

……

첫 번째, ‘자신의 생각 표현’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F와 H는 자신들이 마찰력 질문지에 작성한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말하고 있고, G와 E는 마찰력 질문지에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처럼 말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자신의 생각 표현’ 단계
를 거친 것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자의 생
각을 다른 조원들에게 표현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는 마찰력 질문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3
턴에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G는 갑돌이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을순이의 주장은 정지마찰력 외의 다른 힘에 의해 물체가 정
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에 따라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글로 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연구자는 학
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 자신의 선
－지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E도 토론 과정에서 마찰력 질문지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자
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4턴에서 E는 평소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생각한 방식은 갑돌이에 가까웠다고 진술하면서, 물리를 배우고
또 가르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을순이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주장
하고 있다. 초점그룹의 다른 학생들은 문제 2와 3에서 갑돌이와 을순이
에 대한 선택에 변화가 없었는데 비해 E의 경우는 텍스트에 의해 이미
지평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후 E가 토론 과정에서 물리교육과 학생이라
는 맥락 때문에 학생의 태도에서는 어떤 자세가 더 올바른 것인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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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을 고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본 연구가 물리교육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였기 때문에, E의 이런 주장은 같은 조의 다
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4턴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5턴에서 H는 처음으로 타협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타협 제안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다른
조원들은 H의 타협 제안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H는 이후 조별 토
론 과정에서 여러 번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앞서 마찰력 질
문지에 그가 을순이 뿐만 아니라 갑돌이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
으로 진술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을 12턴, 18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H는 조원들이
서로 이견을 보일 경우 항상 자신이 먼저 나서서 타협을 제안하는 특징
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F는 6턴에서, E와 H가 앞선 턴(1턴과 4턴)에서 을순이의
의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원들이 자신과 같은 갑돌이의 의
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어투로 주장을 하
고 있다. 연구자는 여기서 F가 정말 다른 모든 조원들도 갑돌이의 의견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갑돌이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에둘러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7턴에서 H는 F의 이와 같은 의견에 반대하면서 자신은 을순이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6~7턴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조원들은 서로
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는 ‘차이의 인지’ 단계를 거쳤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명백히 인지한 후 8~11턴의 ‘지평들의 갈등’ 단
계에서는 조원들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고조 된다. 여기서
F와 G는 자신들의 초기 의견인 갑돌이의 견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H는 을순이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8턴에서 G는 3턴에
서 자신이 했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을순이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F는 흥미로운 전략을 취하는데, 9턴에서 F
는 자신의 고유의 생각을 주장하는 대신 8턴에서의 G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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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쉽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학생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H는 F와 G의 을
순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단지 탐구자의 열린 탐구 자세를 표현한 것
뿐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처럼 8턴~11턴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대립하고 있고, 서로
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한 후 12턴에서 H는 다시 타협을
시도한다. 12턴의 타협 시도 이후 조원들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에
대해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을 반복하는 대신,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지평을 열어젖히
기 시작한다. 13턴에서 G는 갑돌이의 생각은 암기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다. 학생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외워서 푸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돌이의 견해를 옹호하던 F는 G의
생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을순이의 견해를 옹호하던 E와 H가 G의 견해
에 동조하면서 조별 토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시점에서 핵심
이슈는 ‘갑돌이의 진술이 외운 결과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17턴 이전에는 H만이 성급히 타협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
를 인지하고, 지평간의 갈등을 겪고, 또한 새로운 차원의 토론을 진행하
면서, 18턴 이후 이제는 다른 조원들도 타협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5턴
과 12턴에서 H는 다른 학생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는 성급한 타협을 제
안했다. 다른 조원들은 이 성급한 타협에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조원들
의 의견 사이에 갈등을 경험한 이후,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모든 조원들이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통합
제안Ⅲ’ 단계에서, 세 명의 학생들(E, G, H)이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
모두에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조원들에 의해 타협이
제안되었다.
우리는 23턴~25턴의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Ⅱ’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최종 결론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Ⅰ’단
계와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Ⅱ’단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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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롭다.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Ⅰ’단계에서는 갑돌이의 생각이 단순히 암
기의 결과라고 비판 받고 있다. 이는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갑돌이의 생
각보다는 을순이의 생각이 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Ⅱ’ 단계에서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단점도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아이
디어 표현Ⅱ’ 단계에서는 조원들이 갑돌이와 을순이의 차이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갑돌이와 을순이의 차이에 대해 “갑돌이는 선생님한테 배운거
라면 을순이는 독학한거”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특히 흥미롭다. 이 부분
에서 학생들이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해 토론하다가, 진술에 대한
토론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생각에까지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Ⅰ과 Ⅱ’단계에서 학생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넘어 다른 수준의 토론에 이르고 있다. 이
전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처음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새
로운 아이디어 표현’ 단계에서는 ‘암기’와 ‘독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논
의를 이끌어 내었다. “진정한 대화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처음의 입
장을 넘어 합의를 지향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화 참여자들이 처음에 시
작할 때 견지했던 분리된 입장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Warnke,
1987, p.169).
학생들은 조별 토론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들은 갑돌이와 을순이의 대립 상황이라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 있었
기 때문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은 자신의 처음의 의견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가져옴으로써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문제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들이 보다
깊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평 융합’을 의미한다” (Warnke, 1987
p.169).
연구자들은 조별 토론 직후, 학생들에게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했다. 많은 학생들이 조별 토론 전과 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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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그들의 처음의 생각을 유지해서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별 토론 과정에서는 의견의 합의와 통
합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보고서에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적은 것은 흥미로웠다. 다음은 조별 토론 직후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E: 을순이, 내가 제일 타당함. ㅋㅋ. ‘교육’의 입장에서...? 과학을 해
석하는 입장에서...? 문제 해석하기 나름. (하지만) 갑돌이의 입
장이 이해가 간다. 어쩌면 이 문제와 같이 거시세계에서 너무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갑돌이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F: 갑돌이. 내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 (조별 토론 후에도) 변화가 없
었다. 갑돌이는 교육 과정상의 물리를 배운 상태이고, 을순이는
기존의 물리 현상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추론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다.

G: 갑돌이. 현상을 통해 역학 관계, 원인을 추론해 내는 과정에서 반
론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 E의 의견에서 물리의 탐구 현상과
교육의 입장을 함께 보는 광범위한 입장이 물리를 배우고 익혀
가르쳐야 하는 교수-학습자의 태도와 부합되고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H: 을순이. E의 의견이 그럴듯하다. 물리교육과 학생으로서 교육과
연관지은 점이 좋았다.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조별 토론 직후, 보고서에 그
들의 처음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록, 학생들이 그
들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학생들이 토론 이
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자
는 학생들의 진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를 통해 조별 토론 이후 학생
들의 의견이, 그 이전보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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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
점은

(토론을)

시작할

때의

관점보다는

분명히

발전된

것이다”

(Warnke, 1987, p.170).
E는 조별 토론 보고서에서 갑돌이와 을순이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E는 조별 토론 이전의 마찰력 질문지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그녀만
의 독특한 교육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조별 토론 직후의 보고서에는 분
명히 작성하고 있다. 이는 조별 토론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글로 표
현하기 힘들었던 생각들을, 조별 토론 과정에서 말로 표현한 후, 조별
토론 이후에는 이를 다시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녀는 갑돌이의 입장이 ‘보편 타당한 이론 상황’에서는 받아들여
질 수도 있겠다는, 마찰력 질문지나 조별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표현하
지 않았던 의견을 글로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E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진술에 대한 지평의 융합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반면, F는 조별 토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갑돌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
고 조별 토론 직후의 보고서에서도 갑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경우
에도 그는 단순히 그의 초기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조별 토론 직후의 보고서에서 교육 과정상의 물리를 배운 사람과 독학해
서 학습한 사람이라는, 조별 토론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했던 내용을 언
급하고 있다. 이는 조별 토론의 최종 단계였던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Ⅱ’
단계의 토론 내용이 F의 지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도 그의 처음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E의 교
육적 태도를 고려한 관점이 G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된
다. 마지막으로 H도 자신의 처음의 입장은 ‘을순이’를 반복하지만, 역시
E의 교육적 입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생들이 조별 토론 후에도 자신의 원래의 입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자는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한 결과, 조별 토론이 학생들의 선－지평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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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자의 지평과의 만남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생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직 부분적인 문제나, 문제의 풀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생
들은 부분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분의 문제를 벗어나기 힘들어 한
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배경 및 맥락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Gadamer(1975a)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해는 끊임없이 부분에서 전체로, 또 전체에서 부분으로 향해가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다… 전체에 있어서 모든 세부적인 것의 조화는
올바른 이해를 위한 준거가 된다” (p.291).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한 이틀 후 교수자의 지평을 만날 수 있는 강
의에 참여했다. 교수자는 마찰력의 비근본힘의 특성과, 뉴턴 역학에 대
한 두 가지 가능한 접근에 대해 강의했다. 일주일 후, 학생들은 워크숍
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이 제
출한 마지막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갑돌이와 을순이 중 어떤 방법으로 접
근해서 푸는지 왠지 신경쓰며 풀 것만 같다.… 이제까지 조별로
토론해 보자라는 수업진행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조별로
토론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정말로 풀이 방법을 잘 모른다던가,
혹은 토론의 여지 없이 너무 당연하게 나와 버리는 답이라던가)
주제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을 때의 당혹감 때문이다. (하지만)
워크샵을 하고 난 후에는 조별 토론에 약간의 호의적인 감정이
생겼다.
F: 처음엔 갑돌이를 선택했다. 나중에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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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갑돌이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이었
다. 새로운 현상들을 잘 해석하려면 조금 더 탐구적인 자세에서
(을순이처럼) 바라봐야겠다. / 뉴턴 역학에 국한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바뀐 것 같다. 이전에는
그 현상에 해당하는 법칙이나 규칙을 먼저 찾고 대입해보려는 태
도였지만, 이제는 현상을 하나 하나 쪼개고 들어가면서 부분부분
파악해야겠다. /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과
의 의사소통이 자기 발전에 중요한 도구인 듯 싶다.
G: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풀이에 대한 수동적 타성에 젖어 관성에 대
해 지나치게 집중하여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 내지 않나 하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제나 뉴턴 역학을 접할 때마다 그 해
석의 어려움이 더해짐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 또한 그러한 어려
움을 가지고, 이에 대해 좀 더 거칠게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H: 중,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같은 대학에 와서 같은 내용을 배웠
음에도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나눈다
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이 생
각은 평소 때도 그랬고, 워크숍 이후에도 그렇다. 혼자만의 생각
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이 진술들을 통해 학생들이 워크숍 이후에 그들의 학습을 보다 통일
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adamer(1975a)의 “전체로서의 개념은 보다 큰 맥락으로서 개별적인
부분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p.190)고 한 주장과 연결 된다. 전체
로서의 개념은 항상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변하면 함께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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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는 흥미로운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그녀는 워크숍 이후 앞으
로 역학 문제를 풀 때 갑돌이와 을순이의 관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풀 것
만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워크숍이 E의 일상적인 역학 문제 풀이 전략
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워크숍은 E의 조별 토론에 대한
생각마저 긍정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F는 처음에 갑돌이의 진술을 선호하고, 조별 토론 과정에서도 일관되
게 갑돌이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강의에서 교수자와의 지평을 만난
이후에 그의 입장은 갑돌이에서 을순이로 변화하였다. 그는 교수자의 지
평을 통해 그가 일상적으로 ‘암기’에 의한 접근을 해 왔음을 깨닫고, 자
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자신이
부분적인 문제를 벗어나 전반적인 시각의 변화를 겪었음을 기술하고 있
다. 또한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동시
에 타인과의 만남, 새로운 지평과의 만남이 개인의 발전(즉, 지평의 확
장 및 융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깨닫는다.
G도 F와 비슷하게 자신의 문제 풀이 습관을 되돌아본다. 그는 여기서
뉴턴 역학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마찰력에 국
한된 워크숍의 주제를 넘어 뉴턴 역학에서의 문제 풀이 전략이라는 전체
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해석학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해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H는 학생들이 비슷한 맥락에 있음에도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배우는 워크숍
방식의 학습법을 평소에도 선호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워크숍
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절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
으로서 교수자의 지평을 만났다. 특히 이 사례 연구에서, F의 생각은 교
수자의 지평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크게 변화할 수 있었다. F는 토
론 과정에서 시종 일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지만, 교수자의 지평을 만
난 후 자신의 지평을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다. F의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교수자가 새로운 차원의 지평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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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할 때, 학생들을 물리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초대할 수 있
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물리학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 볼 수 있다.
사례 연구 결과 연구자는 학생들이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문제 풀이
전략이나 생각하는 방식, 조별 토론에 대한 의견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
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지평을 최종지평과 비교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찰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
달하고 있었다. “Gadamer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이해(타당
한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공)라기 보다는, 보다 깊고 진실된 이해이다”
(Palmer, 1969, p.215).

4. 결론 및 해석학적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의 수업을 조직하
고, 또 조직한 수업의 교육적 장면을 분석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있었
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뉴턴 역학을 학습할 때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찰력 워크숍을 개발했다. 본 연구의 결과 학
생들은 그들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 사이에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
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지평의 변화, 확장 및 융합을 겪었다. 학생들
이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충실히 잘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인
마찰력의 문제에서 벗어나 학습의 본질이라는 보다 전체적인 문제를 고
려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물
음을 던지고, 과학 학습에 있어서의 그들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고찰했
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지평을 표현하고, 타자의 지평과 만나며, 지평
의 융합을 획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마찰력의 주제에 보다 친숙히 다
가설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예측 접근을 대표하는 갑돌이의 주장과, 설명 접근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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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을순이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근거는 다양하였다. 연구자는 다양
한 학생들의 의견을 유형화하여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주
장은 네 가지로, 갑돌이의 의견은 다섯 가지로, 을순이의 의견은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성은 토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우리는 학생들을 유형화 한 자료로 학생들 개개인의 유형은 어
떤지, 또 학생들의 이런 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지평은 다른 사람의 지평을 접하
면서 처음 지평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평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근
거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지평과 자신의 지평의 융합을 추구하면서 조
금씩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글로 쓸 때는 표현하지 못한 자
신의 지평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찰력 교수에 대한 본 연구의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예측－관찰－설명(P.O.E)전략과

비교해

보자(Gunstone

&

Mitchell,

1988). P.O.E 전략은 학생들에게 상황을 주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
지 예측하게 한 후, 자신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과학 교수의
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P.O.E 전략에서는 불일치 현상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중심으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P.O.E는 예측 접근 보다는
설명 접근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마찰력
워크숍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교수 방법은 설명 접근뿐만 아니라
예측 접근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의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과 설명을 분리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두 접근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찰력에 대한 대립 구조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
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의 워크숍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대립 구조를
도입하여, 과학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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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alman(2011)은
반성적 쓰기와 같은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을 잘 이해한다면 그것들을 다른 역학 주제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접근을 다른 역학 주제에 활용하는 하나의 예로 포사체 운
동을 들 수 있다.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포사체 운동을 2차원으로 분석할 때, 교수자는
보통 물체의 x축, y축 운동을 독립적으로 분해하여, x축 방향으로 작용
하는 알짜힘이 없으므로 x축으로는 등속 운동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힘을 먼저 분석하고 운동을 예측했으므로, 예측 접근에 가깝다.
동일한 상황을 설명 접근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학생들에게 물
체의 x축 방향의 운동을 먼저 관찰하게 하고,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
하므로 x축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이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포사체 운동을 비디오로 녹
화한 후, Tracker와 같은 운동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일한 시간
간격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적절한 그래프를 그려서
학생들이 x축 방향으로는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다. 이처럼 교수자는 이 두 가지 접근을 다른 많은 역학
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접근들은 우리가 뉴턴 역학을
가르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통한 합의의 과정에서 또 다른 차
원의 논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학생들이 토론과정에서 자신들이 기
존에 논의하고 있던 차원의 지평을 넘어, 지평의 융합 및 확장을 통해
보다 멀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조별 토
론을 통해 그들의 마찰력에 대한 선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조별 토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졌다. 또한 그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워
크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별 토론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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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1. 요약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은 개인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으며,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특히 개인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
용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에 대한 대
안으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들
사이의 조별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Vygotsky가 제안한 근접발달영역(ZPD)에 따르면, 학생들 입장
에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근접발
달영역내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는 조별 학습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
의 입장에서 조별 상호작용을 강조한 다양한 협동학습 방법이 개발되었
다. 그리고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
러 연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별 상호작용의 내적 과정에 대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은 상대주의적 인식
론에 머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해석학에 관심을 기울인 연
구들이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
고, 구체적인 교육 현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이들의 관
심이 교육 현상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진
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위한 해석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학의 이해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조별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또 구체적인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
연구 1(3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조별로 모여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
를 매주 한 문제씩 제시하고, 그 문제를 조별로 토론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중심 토론’을 실시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공 역학1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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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중 세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초점그룹으로 한 학기 동안 매주 조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별 모임을 가졌다. 연구 자료로는 학생들의 조
별 모임에 대한 영상자료, 전사자료, 면담 자료와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
보고서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초점그룹에 대한 조별 상호작용의 관찰을
통해, 조별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많은 리더십 행동을 보
이는 주된 리더의 존재를 밝혀 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에서
주된 리더가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더는 대체로 설명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문제 상황에
따라 촉진자,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조별 상호 작용은 인공위성 문제 상황에서 리더가 촉진자의 역
할을 할 때 가장 활발 하였다. 리더와의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한 충
분한 상호작용 결과 리더와 상호작용하던 조원은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
교화하고 과학적인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은 리더와 상
호작용한 조원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논쟁의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교화 할 수 있는 자극을 다른
조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쉬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연구 1의 상황에서 리더는 설명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리더와 다른 조원들의 성향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리더의 역할별 조별 상호작용들을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통해 해
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 2(4장)에서는 연구 1(3장)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매주 배우는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주간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주간보고서에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하는 ‘개념 중심
토론’을 실시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공 역학2 수강생 중 세 명의 학
생으로 구성된 초점그룹으로 한 학기 동안 매주 주간보고서의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별 모임을 가졌다. 연구 자료로는 학생들의 조별 모임
에 대한 영상자료, 전사자료, 면담 자료와 학생들의 설문지, 주간보고서,
자기보고서 등이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입체각과 같은 전공 역학의
특정한 개념에 대해 정량적 이해와 정성적 이해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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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으며, 공간의 균질성과 등방성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도 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바꾸어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라그랑지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표면적인 토론의 수준을 넘어 과학의 본성이나 자연의 원리
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등, 조별 토론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주간 보고서를 활용
한 조별 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이 수학적
인 것에 대한 토론보다 개념적인 것에 대한 토론을 선호하는 성향과 관
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
해 타자의 지평과 다양한 해석을 긍정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조별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지
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 남았다. 이에 연구 3과 연구 4에서는 학습 주제를 마찰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마찰력은 복잡한 힘이기 때문에 뉴턴 역학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마찰력 이
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마찰력에 대해 느끼고 있
는 어려움의 실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 3(5장)에서는 전공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주간보
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
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지식신념틀을 이용하여 학생 어려움의
원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마찰력 관련 어려
움들로는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반작용 힘, 마찰력의 원인, 힘의 이해
(구심력, 수직항력), 좌표계 설정에 관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러한 어
려움의 원인들에는 마찰력 관련 인과론적 신념, 마찰력의 규칙 사용, 좌
표축의 선택, 힘의 이해 부족 등이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과 관계가 있었다. 연구자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마찰력이라는 부분
을 과학의 탐구라는 전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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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연구 4를 계획했다.
연구 4(6장)에서는 연구 3(5장)에서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해석학적 관점에서 마찰력 워크숍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마
찰력과 관련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주제
중심 토론’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용과 수정의 관점 및 과학 철학적
관점을 통해 뉴턴 역학에서 예측 접근과 설명 접근의 두 가지 접근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측 접근’은 이론의 적용과 관련 있는 접
근으로 잘 알려진 ‘힘’ 이론을 활용하여 그 ‘운동 결과’를 예측하려는 접
근 방식이다. 이에 반해 ‘설명 접근’은 ‘운동 결과’로부터 시작해 ‘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논
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연구자는 연구 4에서 워크숍에 참
여한 22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정지 마찰력 상황에 대해 설명 접근과
예측 접근을 사용하는 두 상반되는 진술을 읽고, 누구의 진술이 더 타당
하게 느껴지는지 적게 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을 3~4명으로 구성된 6개
의 조로 나눈 후, 조별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누구의 의견이 더 타
당한 것 같은지에 대해 토론하게 했다. 연구 4의 결과 예측 접근을 대표
하는 갑돌이의 주장과, 설명 접근을 대표하는 을순이의 주장에 대해 학
생들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유
형화하여 갑돌이와 을순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주장은 네 가지로, 갑돌이
의 의견은 다섯 가지로, 을순이의 의견은 여섯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성은 토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지평과 타자의 지평 사이
에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지평의 변화, 확장
및 융합을 겪었다. 학생들이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충실히 잘 경험하였
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인 마찰력의 문제에서 벗어나 학습의 본질이라
는 보다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이해란 무
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은 물음을 던지고, 과학 학습에 있어서의 그들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조별 토론하는 과정은 자
신들이 기존에 논의하고 있던 차원의 지평을 넘어, 지평의 융합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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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학생
들은 그들의 마찰력에 대한 선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조별 토론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2.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의 대안으로 조별 학습에 관
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조별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
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1(3장)에서 연구자는 리더가 조별 상호작
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리더의 역할이 조별 상호작용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리더는 설명자, 촉진
자, 평가자 등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리더가
단순히 설명만 하는 설명자의 역할을 할 때보다, 촉진자의 역할을 할 때
조별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다. 이처럼 리더는 조별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더가 조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교실에서 모범적인 리
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조별 학습을 진
행하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조별 학습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조별 학습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여러 가능성을 지니고 있
지만, 그 조별 학습의 소재는 보통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
우가 많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조별 학습하는 소재도 학생들 스스로가
궁금한 문제를 활용하여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 2(4장)의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학습 방법을 고안하였
다. 연구 결과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학습은 학생들에게 개념에 대
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교실 내에서 교
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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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는 활동을 연계하여, 자신의 질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자 주도
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간보고서를 활용
한 조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의문 그 자체가 조별 학습의 소중한 소재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 2에서 학생들은 주간보고
서를 활용한 조별 토론을 통해 타자의 지평과 다양한 해석을 긍정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연구 1과 2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조별 학습이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교수법에 대해 시
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머물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 4(6장)에서는 해석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해석학
적 관점에서 조별 학습을 구성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을 분석하였다. 또
한 연구 4(6장)에서는 연구 3(5장)에서 학생들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함
으로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마찰력의 부분적인 문제를 넘
어, 마찰력과 관련한 과학의 탐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여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마찰력
상황을 주고, 주어진 마찰력 상황에 대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럴듯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해주었다. 두 가지 해석은 과학적 예측과
과학적 설명이라는 과학 탐구의 방법과 관계된 것으로, 두 해석은 모두
논리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마찰력 상황에
대해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토론 과정에서 주어진 두 해석을 다른
연관된 전체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별 토론 후
학생들의 지평이 과학적 탐구의 두 방향성이라는 교수자의 지평과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찰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
의 해석학적인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연구 4는 해석학을
구체적인 수업의 실천에 적용하고, 또 학생들의 이해의 과정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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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청소년으로서의 삶과 학생으로서의 삶의 분
리를 경험한다(조용환, 2000).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학생들과 학생들의 사이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 학생들
에게 다른 학생들은 소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이
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개방성 및 지평의 만남과 융합은 제한된
다. 연구자는 교육에서의 문제가 결국 교실에서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에
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며, 결국 교사가 교실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원활한 대
화와 소통이 가능한지 끊임없이 고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조별 학습’의 진정한 의미도
결국 대화와 소통에 있다. 해석학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이해의 사건이
나타나려면,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
의 지평이 서로 만나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지평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는 그들의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편, 낯설음은 학습을 위한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해석학적 관점
에서는 낯선 학습대상이 익숙한 것이 되어 존재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학습주체가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낯선 지평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육은 익숙함과 낯섦 사이의 해석학적, 변증법적 순환 과정과 다
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별 학습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낯선 지평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3. 제언 및 후속연구
본 논문은 다양한 방법의 조별 학습에 대한 시도를 통해 조별 학습의
내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 결과물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문제 풀이 조별 학습’, ‘주간보고서를 활용한 조별 학습’, ‘주제 중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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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습’ 등 다양한 조별 학습을 시도하였고, 조원들의 역할, 학생들이
조별 학습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서부터 해석학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조별 학습에 대한 다양한 맥락의 연
구와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조별 학습에 대
한 이해는 보다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해석학적 관
점으로 조별 학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영역
을 조별 학습에 한정하였지만, 조별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나 일반
적인 수업의 계획, 혹은 강의식 수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수업 등, 구체
적인 수업 실천의 다른 영역들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의 지평
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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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hapter:

date:2008. . . 주차

1. 한 주 동안 내가 배운 것 중 새롭고 핵심적이며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접한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a. 이번 주 수업내용을 학습할 때 내가 느낀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어려움의 정도를 아래 표의 체크
란에 V표 하시오.)
정도
0
1
2

체크

3

내
용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다.
수업시간에는 알 것 같았는데 혼자 다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수업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책을 참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도 약간의
도움 밖에 되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의 의미가 전혀 와 닿지 않았고 다른 책들을 참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4

도움을 받아도 이해할 수 없었다.

2-b. 앞서 발생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려움의 유형을
아래 표의 원인 란에 V표 하고 표 아래에 구체적으로 쓰시오.)
유형 원인1 원인2
A
B
C
D

내
용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 배운 내용간의 불일치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 배운 것의 대
립)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간에, 혹은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 배운 내용 간에 연결을 하지 못함.
과거에 전혀 배우지 못했거나 수업 내용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함.
기타

원인 1
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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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번 문항은 부록 1과 동일
3. 앞의 어려움에 대해 조별로 토론한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가능한 다음의 것들이 포함 되도록 하시오.)
• 어려움에 대한 인식 과정

• 조별 논의 과정

• 어려움 해결 과정

• 남은 문제 혹은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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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08-2 역학 학기 초 설문지

2008-2 역학 학기 초 설문지
학번 :

이름 :
2008년

9월

일

본 설문은 이번 학기 역학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리교육을 위한 지식연구소 (KLOPE) -

[기초 조사]
1. 지금까지 수강한 물리교육과 전공과목은 무엇인가? (역학 1 2, 전자기 1 2,
양자 1 2, 현대물리, 열 통계)

2.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이 강의에 주당 몇 시간 정도의 공부를 할 계획인가?

3. 이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원 진학, 임용 시험 공부, 단순
전공 공부 등)

4. 이 강의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이 강의에서 얻고 싶은 것, 기대하
고 있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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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학습]
5. 조별로 학습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조별 모임에서 무엇을 했으면 하는가? (잘 안 풀리는 문제풀이,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한 토론 등)

7. 어떤 조원과 같은 조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조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학을 잘하는 조원, 성격이 잘 맞는 조원 등)

[역학 탐구 및 교육]
8. 『역학 탐구 및 교육』 강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9. 물리를 학습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등)

10. 물리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 풀이 방법 암
기,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응용 능력 등)

11. 지금까지 물리를 학습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가? 이런 힘든 점에
도 불구하고 물리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2. 물리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구
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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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8-2 역학 학기 말 설문지

2008-2 역학 학기 말 설문지
학번 :

이름 :
2008년

12월

일

본 설문은 다음 학기 역학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리교육을 위한 지식연구소 (KLOPE) -

[역학 강의]
1. 이번 학기 자신의 역학 학습을 평가한다면?

2. 이 강의를 통해 처음 강의를 수강할 때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자신
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가?

3. 이번 학기 역학 강의의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
가?
[조별 학습]
4. 이번 학기 조별 모임을 평가하면? (조별 과제, 조별 발표등)

5. 조별 모임에서 자신이 주로 한 역할은 무엇인가? 또 다른 조원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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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학기 역학 조별모임의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
인가?

[역학 과제 및 연습에 관해]
7. 이번 학기 역학 과제는 어떠했는가? (내용, 난이도, 역학학습에의 도움 정도
등)

8. 이번 학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는? 그리고 그 이유는?

9. 이번 학기 연습 시간에 대해 잘 된 점과 개선할 점은?

10. 역학과제, 시험 등 전공 역학 문제 풀이 시 이전에 배운 다른 영역의 물리
문제(전자기, 양자 등) 또는 과학 문제를 풀이 할 때와 차이점을 서술하면?

[역학 탐구 및 교육]
11. 물리학습, 또는 역학 학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의를 통해 생각
의 변화가 있었는가?

12. 물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의를 통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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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1. 워크샵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조별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워크샵 이후의 자신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워크샵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워크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
어가 있습니까?

4. 워크샵이 자신의 뉴턴 역학 개념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5. (지난 2주 간의 강의에 대해) 강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 (지난 2주 간의 강의에 대해) 강의의 단점이나 개선점, 또는 강의에서 이해
되지 않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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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마찰력 워크숍 질문지

마찰력 워크숍 질문지

이 질문지는 마찰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은 워크숍 진행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본 검사의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
다.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오해 없이 전달한다
는 기분으로 진솔하게 기입하십시오.

학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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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1과 같이 두 나무토막 A, B가 지표면에 놓여있다. A와 B 사이에는 마
찰이 있으며, B와 지표면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 B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겨 수
평방향의 힘을 가했다. 힘을 가하는 동안 A가 B에 대해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
다.

그림 1
1-a) 미끄러지는 도중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

고,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힘 F의 방향

② 힘 F의 반대 방향.

근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1-b) 미끄러지는 도중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

고,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힘 F보다 크다. ② 힘 F와 같은 크기이다. ③ 힘 F보다 작다.
근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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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와 같이 두 나무토막 A, B가 지표면에 놓여있다. A의 질량은 , B의
질량은 이다. 앞 문제의 상황과 달리 A와 B 사이, B와 지표면 사이에 모두
마찰이 있다. 또한 두 접촉면에서의 최대정지마찰계수는 모두  이고 두 접촉면
에서의 운동마찰계수는 모두  이다.

나무토막 A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겨 힘

F를 가하였다. (단,    이다.)





그림 2
힘을 가하는 동안의 나무토막

B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고르고,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F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② 정지해있다. ③ 힘 F와 마찰계수의 크기에 따라 운
동이 다르다.
근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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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판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원판위의 동전도 그림과 같이 미끄러짐 없이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그림 3은
이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이다.)
3-a) 원판이 등속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미

끄러짐이 없는 동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
향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자세히
쓰시오.
① A방향 ② B방향 ③ C방향 ④ D방향 ⑤기
타(마찰력의 방향을 그림에 표시하시오)

그림 3

근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
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시오.)

3-b) 당신이 앞 문제를 비관성 좌표계(원심력)를 이용하여 풀었다면 관성좌표
계를 이용하여 다시 설명하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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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과 같이 줄을 잡아 당겨서 나무토막에 힘 F를 가하는 동안에도 나무토
막이 정지해있다. 이 상황에 대해 갑돌이와 을순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했
다. 두 주장을 자세히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갑돌이: “정지마찰력은 나무토막과 바닥의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이 상황에서
정지마찰력은 힘 F와 같은 크기이고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알짜힘이 0이 되
어 정지상태가 유지된다.”
을순이: “나무토막이 정지해있으므로 토막에 가해지는 알짜힘은 0이다. 따라서 힘 F를
상쇄하는 힘이 나무토막에 작용해야만 한다. 이 힘이 토막과 바닥의 접촉면에서 작용하
는 정지마찰력이다.”

4-a)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은 얼마나 다른가?
① 전혀 다르다. ② 다르다. ③ 같은 주장이다.
4-b) 갑돌이와 을순이의 주장 중 평소에 자신이 가진 정지마찰력의 개념에 가
까운 것을 고르시오.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① 갑돌이 ② 을순이 ③ 기타(

)

이유:

4-c) 지금은 누구의 주장이 더 그럴듯한 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
오.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① 갑돌이 ② 을순이 ③ 기타 (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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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Group Learning
in Upper-level Mechanics Course:
Based on a Hermeneutical Perspective
Ha, Sangwoo
Science Education (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interested in social constructivism has been increased
because it is believed to be the alternative way to traditional
teaching

method.

In

terms

of

social

constructivism,

students’

interaction is very important when students construct knowledge.
Thu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o facilitate students’ group
interaction, but there have been only a few researches to study
deep into inner process of group interac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there has been real learning in students’
group learning process because these researches tend to only focus
on the aspect of interaction. Moreover, social constructivism has a
risk to fall into relativism.
For those limits,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that pay
attention to hermeneutics. However, those researches just focused
on an abstract discussion and lacked attention of actual educational
context. Also, they do not reach hermeneutics for education in a
true meaning which tries to solve actual educati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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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y were usually in the superficial understanding. In this
paper, we analyzed students’ group learning and construct a lesson
for the group learning using hermeneutical principle.
In research 1(chapter 3) participants were assigned a group
homework problem every week and they were encouraged to discuss
the problem with their group members. The group meeting continued
for one semester, and the activity could be summarized by ‘problem
based discussion’. To analyze these students’ group interactions,
their

verbal

interactions

during

meetings

were

videotaped

and

audiotaped. We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three students
and analyzed their weekly reports. In this study, we focused upon
the emerging role of the primary leader. We investigated the
primary leader’s diverse role when students are solving mechanics
problems. As a result, we could find a special student who had the
role of primary leader. We could also find the leader’s three
different

leadership

roles

in

different

problem

situations;

an

explainer, a facilitator and an evaluator. Group interaction had a
different aspect according to the different role of leaders. It was
the most active when the leader played the role of a facilitator. In
research 1, the leader was mostly an explainer, and it is related to
the difference of leader and members’ horizon. We could also
interpreted students’ group interaction using hermeneutical circle.
In research 2(chapter 4), we designed ‘concept based discussion’
to supplement research 1’s weak point.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anything that they do not understand from lesson or textbook
in weekly report and they discussed what they wrote.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the focus group of three students. We
videotaped the whole discussion of the focused group. To collect
additional

data,

we

also

used

questionnaire

about

the

group

discussion, weekly reports, students’ self reports, and interviews. As
a

result,

participants

develop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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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bout

abstract concept and discussed the nature of science in the process
of the group discussion. In addition, participants thought positively
about the group discussion and it is related to their characteristics
that they prefer concept discussion to discussion about mathematics.
Consequently, they met other’s horizon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and they sought to deeper understanding through group discussion
using weekly report.
Although we could obtain implications through research 1 and 2,
they still did not reach deep understanding of group discussion about
a specific theme. Thus, we tried to study group discussion about a
theme of friction. Fri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s to
understand Newtonian mechanics in everyday context, but many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studying friction. However, there are
little researches that investigate students’ specific difficulties 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tried

to

understand

students’

difficulties about friction using weekly reports in research 3.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e of students’ difficulties in learning
friction, we used the framework of knowledge & belief. As a result,
we found that students’ difficulties were related with the direction
of friction, reaction of friction, cause of friction, understanding of
force (centripetal force, normal force), and selection of coordinate
system. The sources of these difficulties were epistemological belief
of causality, use of simple friction rule, selection of coordinate axis,
and

insufficient

difficulties

were

understanding
related

with

about

force.

insufficient

Eventually,

those

consideration

of

hermeneutical circle of part and whole. Thus, we planned a new
group discussion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friction in a whole
scientific inquiry.
To solve the problem in research 3, we designed ‘theme based
discussion’ that students could discuss a friction situation which
could be interpreted two different ways. When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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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Newtonian mechanics,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Newtonian mechanics. One is called
the ‘prediction approach’, and the other is called the ‘explanation
approach’. The ‘prediction approach’ refer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Newtonian mechanics. Its objective is to predict motion
from

friction

that

we

already

know.

Meanwhile,

‘explanation

approach’ gives logical explain of result when something happens. In
the group discussion, twenty two students read a short text offering
two different ideas about a friction situation and they were asked to
write which approach seemed reasonable. The participants then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of three or four students and they discussed
their choice. Through the group discussion, students were able to
clarify their preconceptions about friction, and their attitude to group
discussion changed positively. In addition, students started to think
about their learning from a holistic perspective such as

true

understanding or correct learning method. Through the meeting and
fusion with other’s horizons using hermeneutical circles, students
moved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friction.
keywords:

Group

learning,

Hermeneutics,

Student’s

Explanation approach, Prediction approach, Friction
Student Number: 2008-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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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