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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철학의 주요 담론들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과학교육 현실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 . 

것 같지는 않다 과학의 본성을 탐구하는 과학철학이 과학교육과 접한 관. 

계에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철학적 견해 자체에 관한 관심만, 

으로 과학교육의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라고 기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과학교육 내부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과학의 본성에 관한 새로운 . 

이해가 왜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 연구가 .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실천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과학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안적 관점의 필요성에 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 

여 특정 과학철학적 견해가 검토될 때에는 그에 한 교육적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학교육학과 과학철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학교육학은 궁극적으로 실천가들이 무. 

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규범적인 성격의 학문이고 과학철학은 과학의 , 

본성에 한 인식론적 사실을 밝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실천에 규범성을 부. 

여하는 과학의 가치나 과학교육의 목표에 하여 특정 과학철학적 견해가 

어떠한 함축을 갖는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최근 다수의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 

있는 의 모형 기반 관점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Ronald N. Giere

개하 다.

첫째 본 논문은 상식적인 관점으로서 지식의 추구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  , 

들을 탐색하 다 응으로서의 진리 개념에 기반을 둔 상식적인 지식 추구. 

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이론간 모순의 문제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과학 이

론의 의미 파악 불가능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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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을 위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둘째 본 논문은 의 모형 기반 과학철학이 과학의 가치와 과학교육  , Giere

의 목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론을 비언어적 존재자인 모. 

형을 중심으로 해명하는 는 전통적인 진리의 개념을 거부하고 이론과 Giere , 

실재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 ‘ ’ . Giere

과학철학의 핵심을 차지하는 유사성 개념은 구성적 실재론이라는 중도적 입

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과학은 진리와 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지닐 . ,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상식적 지식 추구의 . 

문제점들에 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셋째 본 논문은 의 모형 기반 과학철학에 한 교육적 해석을 바탕  , Giere

으로 과학교육 현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모형을 통, . 

한 표상 작용의 성립을 위해서는 모형과 실재의 구분을 흐리는 교육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재와의 만남이라는 가치있는 경험을 학생들에. , 

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론적 상의 실재성을 부여하는 탐지 에 해당하는 ‘ ’

실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의 과학철학에 새   Giere

로운 해석을 시도하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본 연구. 

는 철학적 사변에 함몰되지 않고 과학교육 실천의 역과의 관계를 유지하

면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과학철. , 

학과 관련되는 과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추후의 연구들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기 한다. 

주요어 기어리 과학철학 과학교육 과학교육 철학 과학 지식 과학교육 : , , , , , 

목표

학  번 : 201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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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학문의 역에서 상식 이란 극복하고 타파해야 할 상으로 여겨지곤 한  ‘ ’

다 과학을 상으로 하는 현 적인 학문 역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사회. ( , , 

학 등 은 과학이 실재를 있는 그 로 반 하고 있다는 상식의 타파를 주요 )

목적으로 하는 많은 연구물을 산출했다 이미 과학철학뿐만 아니라 제반 학. 

문 역 모두에서 고전으로 취급되는 의 과학 혁명의 구조Kuhn (『 』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적 실재론의 가장 강력한 반, 1996), 

 논변으로서 알려진 의 비관적 귀납 과학 법칙을 공허한 Laudan(1981) ' ', 

주장 혹은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의 물리학은 어떻게 거짓말을 Cartwright 『

하는가 (』 How the Laws of Physics Lie 등 과학철학의 성과는 두, 1983)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와 의 골렘 과학에 하여 당신이 알아, Collins Pinch : 『

야만 하는 것 (』 The Golem: What You Should Know about Science, 

처럼 사회학의 역에서도 실재론적 직관을 반박하고 우리의 상식을 1998)

충분히 흔들어 놓을 만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과학교육 연구자나 . 

실천가 모두 이러한 논의들을 그냥 듣고 넘길 수 없을 만큼 그 향력과 

규모가 확 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과학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  ‘

교육론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체로 표준으로 인정받’ , 

는 과학교육론 서적 예 조희형 외 을 살펴보면 이후의 현 적( : , 2011) Kuhn 

인 과학철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예비 교사들이 받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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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반 하는 교원 임용 시험에는 과학철학 논의에 한 이해 정도

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아래는 년 물리 교사 선발 시험 문제 . 2016

중 하나이다.

다음은 과학사의 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2. .

세기 물리학자들은 빛을 물결파와 같은 파동으로 보고 여러 종류의 빛을 파장  19

에 따라 구분하 다 그리고 물결파의 파동이 물을 통해 전달되듯이 빛이 파동이라. 

면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 고 이를 에테르라 불렀다 그래서 이 . 

시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에테르의 성질과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에테르의 비중과 같은 다양한 물

리량을 계산하 고 이렇게 얻은 에테르의 성질은 백과사전에 기록되었다 맥스웰, . (J. 

은 패러데이 의 실험 결과를 설명할 때 에테르의 탄성을 활용Maxwell) (M. Faraday)

하 다. 한편 년 마이컬슨몰리 는 에테르 속에서 움직이는  1887 (Michelson-Morley)․
지구의 절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 실험 설계의 기본 생각은 빛을 지구의 .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각각 쏘아 되돌아오게 하여 둘의 경로차에 

의해 생기는 간섭 무늬를 관찰하여 그로부터 에테르에서 움직이는 지구의 속력을 

계산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이컬슨 몰리는 여러 차례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 ․
경로차로 인한 간섭 무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 으나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 

푸앵카레 는 어떤 실험으로도 에테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H. Poincare)́

선언하며 에테르의 존재를 의심하 다 그런데 년 아인슈타인 은 에. 1905 (A. Einstein)

테르의 존재가 필요 없는 상 성 이론을 발표하 다 그는 맥스웰의 식에 기초하여 .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되는 전류는 자성체와 도체의 상 적 움직임에 의존할 뿐 절

 속력의 도입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은 에테르를 . 

필요로 하 던 뉴턴 역학의 절  시공간 개념을 상  시공간 개념으로 체하는 이

론으로 물리학자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 ㉡물리학자들은 상 성 이론이 예측

하는 중력장에 의해 휘는 빛 빛의 중력 적색편이 수성의 근일점 이동 등을 확인하, , 

다.

쿤 이 제시한 과학혁명 이론의 발달 단계 중 이 사례에 나타난 단계들을 제시(T. Kuhn)

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서술 하시오 또한 쿤의 관점에서 밑줄 친 과 . ㉠

이 공통적으로 과학 지식 발달에 미친 향을 설명하시오 점. [4 ]㉡

특별히 과학철학이 과학교육론의 일부여야만 하는 이유에 한 공식적 해  

명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학철학이 단지 선발 시험의 변별력만을 목적으, 

로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과학교사 선발 시험에도 출제되. 

고 있는 과학철학이 교사들이 틈나는 로 두루두루 읽어두면 좋은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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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을 위한 이런저런 마음의 양식 중 하나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물론 과학철학의 논의들이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과학. , , 

철학이 과학교육론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

다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이해가 과학교육에 관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으. 

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교육론의 주요 역인 과학철학이 과학교육에 한 실질적인   ,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국가 수준 .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지만 현 적인 과학철학의 담론들이 반 되었다고 , 

생각될만한 구체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도 체 무엇이 그. , 

러한 기여를 가로막고 있는가?

누군가는 과학철학의 담론들이 지독하게 논쟁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  

을 것이다 철학의 담론들이 부분 논쟁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쟁. . 

적인 까닭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의 본성이라는 과학철학의 기본적인 연구 주제는 과학. , 

교육에서도 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철학자들의 논쟁이 일단락되, 

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과학철학의 논쟁적 성격 때문, , 

에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 

보자 제 차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6 .

또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과학의 개념이 불변의 진리, 

가 아니라 변화 발달된다는 것과 현재의 과학 개념이 자연,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참 속성이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한 도구적 지식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교육부(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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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용문은 확실히 어떤 인식론적 입장에 한 표현으로 보인다 학문  . 

적인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지만 다, 

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은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은 아니다 과학 이론의 개념은 .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는 현 적 과학철학의 가장 급진적인 견해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 

이러한 급진적인 입장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 차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6

과정들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미 상당히 구체. 

적인 인식론적 입장에 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학철, 

학의 논쟁적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다시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과학교사 교육 및 선발 과학  . , 

과 교육과정 해설서 등 과학교육의 공식적인 역에서 현 적인 과학철학, 

현 적인 인식론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들이 과

학교육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이러한 ? , 

관점들이 과학교육의 구체적인 문제에 한 논의의 맥락 속에서 제시된 것

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론이나 제 차 교육과정 등. 6

에서 현 적인 과학철학의 관점들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학교육적인 

이유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의 관점 혹은 . 

기존의 인식론이 어떤 과학교육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따라서 왜 과학교육, 

에서 새로운 인식론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나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과학의 본성에 하여 이런 견해가 있더라 는 식으로 “ .”

제시되는 과학철학이 과학교사를 포함한 과학교육 종사자들에게 설득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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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가올 것이라고 기 하기는 힘들다 기존의 관점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 

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관점을 수용해야 한. 

다는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방식으로 과학교육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이러한 문제, 

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관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요컨 과학철학의 . , 

견해들은 과학교육의 철학적 문제들 을 고찰하는 과정 속으로 도입되어야 ‘ ’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없이 새로운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 ‘

관점은 잘못되었으므로 새로운 과학철학적 관점을 받아들여라 는 식으로 주’

장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적 논변으로 보인다.

둘째로 과학철학적 관점에 한 충분한 교육적 해석의 부재가 지적될 필  , 

요가 있다 어떤 이론이나 관점이 과학교육에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실제. 

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실천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따르면 규범성을 나타. Sinnot-Armstrong(1988)

내는 어 표현 해야 한다 는 특정한 맥락 하에서 그러해야 하는 ought to ( )

이유 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 ’ . (

다 과학교육 실천가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과학교육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달성해야 하는 어떤 경험적 . – 

사실 진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목적 그 자체가 규범성의 이유나 원천인 것- 

은 아니다 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 Wringe(1988)

하는 목적 설정에는 언제나 가치 판단이 동반된다 과학교육 실천은 가치 .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목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 

한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관점이 과학교. 

육에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치에 근거한 규범성의 도출이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의 가치 있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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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치에 근거하겠지만 과학의 인식론적 본성을 논하는 과학철학으로부, 

터 과학의 가치에 한 이해와 과학교육 실천가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진

술들이 즉각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가치 기반의 규범적 해석 없이는 과. 

학철학의 관점이 과학교육에 향력을 갖기 힘들다.

가치와 규범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기 제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철  6

학적 관점을 다시 살펴보자 과학이 진리가 아니며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 

도구일 뿐이라고 여기는 관점은 과학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

며 또한 과학교육에 어떤 규범성을 제공하는가 일반적인 상식과 조해보, ? 

자 일반적인 상식은 과학을 자연이라는 실재에 한 참된 진술로 간주하. 

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여러 과학 이론들이 각각 자연에 한 올바른 진술, 

로서 진리 라는 가치를 동등하게 갖는다 그러나 제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 ’ . 6

서 제시된 것처럼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 현상 설명의 도구라면 과학의 가, , 

치는 현상에 한 설명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과학 이. 

론들은 각각이 설명하는 현상들의 범위와 설명력이 다르므로 이러한 관점 , 

아래에서 과학 이론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도구로서 더. 

욱 나은 쓰임새를 갖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

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교육 과정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한. , 

다면 우리는 어떤 이론이 더 넓고 더 좋은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가장 , 

넓고 좋은 설명력을 갖는 이론들만을 선정하려고 애써야 한다 과학 이론들. 

의 가치에 위계가 있다면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쓸, 

모 있는 과학을 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한 것이 된다 과학 수업의 방. 

향에 해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교육과정 아. 

래에서 같은 이론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더 많은 현상에 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한 경우가 더 나은 수업이 될 것이며 과학교사들은 수업시간 동안 다, 

른 무엇보다도 최 한 많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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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부분의 과학교육 연구자와 실천가들. 

이 이와 같은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치와 규범이라는 관. 

점에서 살펴보면 제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급진적인 철학적 관점은 폭넓, 6

은 논의 없이 교육과정에 쉽사리 수용될 수 있는 가벼운 성격의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지적하고 싶은 바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과학철학 혹은 인식  . 

론은 과학교육적인 문제의 반성의 과정에서 과학교육적인 해석과 더불어 ,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관점을 가진 실천가들에게도 충분히 이해 수용될 . /

수 있는 문제제기와 기존의 과학교육 이론을 충분히 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된 안 제시가 필요하다 단지 주변 학문 분야에서 과학은 이러저러한 .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과학교육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없고 또한 결정해서도 안 된다, .

최근 과학철학에서는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van Fraassen, Suppe, Giere

한 모형 기반 관점 이 향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 (model-based view)’

고 있다 과 이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본성이 모. (Morgan Morrison, 1999) , ‘

형 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리고 이러한 과학철학적 관점과의 연관성 속에서 모형을 주제로 한 과학

교육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 : Gilbert, 2004; 

와 과 Aduriz-Bravo, 2013; Passmore, Gouvea Giere, 2014; Koponen Tala, 

모형을 주제로 한 과학교육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과학이 실제 2014) , 

과학 실천의 모습을 왜곡 하고 탈 맥락 화 시키고 (distort) (decontextualize)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진정한 과학의 모습이 , (authentic) 

반 된 과학교육을 지향한다 와 .(Passmore, Gouvea Giere, 2014; Koponen 

과 Tala, 2014)

그러나 연구자는 모형 기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들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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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다지 설득력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형기. 

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의 맥락이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

들을 그 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왜곡과 탈 맥락 화라는 개념을 살. , 

펴보자 와 에 따르면 재능 있는 학생들이 . Passmore, Gouvea Giere(2014) , 

과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중들의 과학적 소양이 결핍되는 등의 과학교육적 

문제들이 왜곡과 탈 맥락 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왜곡과 탈 맥락 화가 .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과학교육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지에 한 구체적인 

해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과학교육에 도입되어야 할 과학의 진정한 모습이, 

라는 개념 자체가 현 적인 과학철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 

과학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모습에 한 왜곡과 탈 맥락 화, 

라는 개념이 모형기반 관점이라는 이해의 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

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앞서 밝힌 것처럼 여기에는 . , 

일종의 순환적 논변의 문제가 있다.

또한 모형 기반 과학철학의 견해들에 한 충실한 과학교육적 해석이 이  , 

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모형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학철학자들 사이. 

에서도 구체적으로 과학에서의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모형과 실, 

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한 견해는 각기 다르다 과 . (Mogan

따라서 모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관점들이 도출Morrison, 1999) 

할 과학교육적 결론도 제각각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모형 기반 과학. , 

철학의 동향에서 핵심적인 인물인 의 반실재론적 견해를 van Fraassen(1980)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과학교육은 단히 급진적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

다.1) 즉 단지 과학은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라는 사실 만 , “ ” ‘ ’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과 실재 사이의 관계를 어떤 . 

1) 연구자는 과학교육에서 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논문들 중에 의 관 van Fraassen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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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 기반 관점을 가진 철학자 중 특히 의 견해에 초  Giere

점을 맞추고자 한다 과학철학에서 모형이 주제로 다루어질 때 빠짐없이 언. 

급되는 것이 의 견해이다 과학철학에서 그의 견해가 갖는 중요성은 Giere .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는 모형 중심 교육을 강조하. Giere

는 다양한 과학교육 연구들에서 인용되고 있는 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며 자신이 과학적 추론의 이해, Giere (『 』 Understanding Scientific 

Reasoning 라고 하는 일종의 과학교육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 2006) . 

한 최근에는 모형을 주제로 하는 총설 성격의 과학교육학 연구 논문의 저, 

자로 참여하기도 하 다 참고 와 . ( : Passmore, Gouvea Giere, 2014)

그러나 의 관점이 과학철학이나 과학교육에 미치고 있는 향력에도   Giere

불구하고 그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과학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기, 

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떠한 규범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충분한 , 

과학교육적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한 구체적. 

인 과학교육적 논의의 결핍은 과학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

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교육에서 발, . , 

견되는 문제점들에 한 인식과 반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 견해를 살Giere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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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2. 

상술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수  

행할 것이다.

첫째 연구자는 현재의 과학교육에서 지배적인 상식적 관점을 명료하게   , 

드러내고 이러한 관점이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논하여 새로운 과학철학적 , 

관점의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과학 이론의 . , 

가치와 배움 특히 의미의 습득 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장에서 다루어진다2 .

둘째 연구자는 기존의 상식적 관점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안적   , 

관점으로서 의 과학철학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과학의 성과Giere . 

에 한 상식적인 관점으로서 지식 개념을 의 과학철학이 어떤 방식‘ ’ Giere

으로 체하고 있는지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의 과학철학에 3 . , Giere

한 과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적 해석이 장에서 시도될 4– – 

것이다 이를 통해 의 모형 중심 과학철학이 과학교육에 구체적으로 . , Giere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의 관점 속에서 2 Giere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셋째 연구자는 과학교육적으로 해석된 의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과  , Giere

학교육의 현장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은 학생. 

들의 실재론적 신념과 이를 강화하는 교육 방식과 관련된 것이며 또 한 가, 

지는 제안은 소위 요리책식 실험이라 불리며 많은 실험교육 이론들이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안내된 실험과 관련된 것이다 세 번째 연구 과제는 장, . 5

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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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상식적인 관점의 문제2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1. 

과학의 성공과 과학 지식(1) 

현 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학문으로서 과학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사  

람은 없을 것이다 과학은 일상적인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 한 자연의 . 

세계로 인간의 인식을 이끌었고 과학을 통한 인식의 확장은 현 적인 풍요, 

로움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과학이 없던 시절에 비교하면 훨씬 많은 .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 

과학의 성과와 무관한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가 생활 속 여러 . Bloomfield

가지 것들에 한 물리학적인 이해를 소개하는 자신의 책에 모든 것들이 『

작동하는 방식 (』 How Everything Works 이라는 과감한 제목을 붙인 , 2008)

것이 그다지 도발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의 성공은 우리가 과학 . 

활동의 성과물이 올바른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여기서 올바름이란 . 

자연이라는 실재에 한 있는 그 로의 반 이라는 의미에서의 올바름이다. 

과학 활동의 목적은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자연이라는 실재의 탐구에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안겨준 풍요의 이유가 그러한 목적의 달성에 있다고 믿는 , 

것은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실재에 한 있는 그 로의 반 으. 

로서의 올바름을 응으로서의 진리 라고 부른“ (Truth as Correspondence)”

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은 종종 순진한 실재론 이라 불리며  (naive re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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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의 결핍을 표하는 관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러나 현  과학철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과학적 실재론 논쟁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믿음이 소양이 부족한 순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실재론이란 기본적으로 과학 이론들이 문자 그 로 . 

진리 응설적인 의미에서 옳으며 이론적 상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 , 

고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은 과학. (Boyd, 1984) Putnam(2010)

적 실재론이야말로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철학이라 

주장하 고 이러한 주장은 기적 논변 이라 불리며 과학, (Miracle Argument)

적 실재론의 표적인 옹호 논변이 되었다.

기적 논변은 과학이 실재에 한 있는 그 로의 반 이라는 설명만이 과  , 

학의 성공에 한 유일한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설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다 의 진화론적인 반실재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과학의 . van Fraassen(1980)

성공에 하여 실재론만큼 직관적인 설명력을 제시한 이론은 없었다 의심. 

하기 좋아하는 반실재론 진 의 철학자들에게는 이 같은 실재론이 도전의 

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관

점일 뿐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실재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학과 실재 사이의 관  

계에 한 우리의 상식을 변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과학은 참이다 그렇. , . 

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과학이 어떻? 

게 이러한 참된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한 상식적 관점도 함께 갖고 

있다 그것은 관찰 과 발견 이라는 단어로 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 ” “ ” . 

의 상식은 과학자들이 별안간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참된 결론을 도

출했다는 괴이한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객관. 

적으로 관찰 하고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사태 를 발견했다 고 생각한다‘ ’ , ‘ ’ ‘ ’ ‘ ’ . 

요컨 과학자들은 세계에 한 있는 그 로의 경험을 통해 세계에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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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에 한 우리의 상식과 직. 

관에 근거한 판단이다 우리의 상식과 직관은 관찰이 실재에 한 진짜 경. 

험일 것이라고 말한다 저기 테이블 위에 사과가 놓여있다는 경험은 우리 . 

의식을 초월해 있는 세계 속의 사태임이 분명한 것 같다.

한편 우리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지식 이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 “ ” . – 

지식 개념 자체가 논쟁적으로 논의되는 곳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사용하– 

는 지식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 으로 분석될 수 있‘ ’

다.

지식 삼부 분석< >

는 를 안다S p . if and only if

는 참이다i. p ;  

는 를 믿는다ii. S p ;

가 를 믿는 것은 정당하다iii. S p .

(Ishikawa & Steup, 2017)

삼부 분석은 지식에 관한 우리의 상식을 잘 반 하고 있다 우리는 거짓  . 

된 것을 안다고 하지 않으며 믿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 수 있다고 하지 ,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 과정 없이 무턱 고 믿게 된 . , 

것을 비록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다고 하지 않는다.– – 

과학에 한 상식적인 관점은 이러한 지식 개념에 잘 부합한다 우리는   . 

과학이 성공적인 까닭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번 조건을 만족한다( 1 ), 

과학자들이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발견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그

러한 올바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번 조건을 만족한다 특별히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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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이 그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견 과정을 근) 

거로 그들이 낸 성과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번 조건을 만족한. ( 2

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의 성과물을 일반적으로 과학 지식 이라 부른다) , “ ” . 

과학에 한 상식적 신뢰를 함축하는 과학 지식 이라는 용어는 인터넷과 “ ”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어디에서나 광범위한 검색 결과를 산출하는 일반적인 

핵심어가 되어 있다.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2) 

지식의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 우리가 과학을 지식이라 부르는 것의 의  , 

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조건은 과학이 진리 라고 말하고 . ‘ ’

있다 그런데 이 진리 는 단지 올바름을 의미하는 인식론적 개념으로 한정. ‘ ’

되지 않는다 가 교육에 관한 긴 연구의 삶 속에서 얻은 통. Gardner(2011)

찰 속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진리는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근, 

본적인 가치의 이름이다 진리라는 근본적인 가치의 추구에는 다른 어떤 이. 

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진리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 지식 성립의 나머지 두 조건의 만  , 

족에도 가치가 부여된다 즉 진리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 , , 

을 믿는 것 역시 가치가 있다 지식에서 믿음의 성립이란 인간이 그토록 . ,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만나게 되는 사태이다 또한 그것이 진리를 향하. , 

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은 그것이 , – –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누군가가 진리를 믿게 될 때. , 

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믿게 되는 엉뚱한 과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 따라서 충분히 정당한 과정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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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이다 요컨 우리가 과학의 성과를 과학 지식 이라 부를 때 이것은 . , “ ” , 

과학에 관한 인식론적 신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추구할만, 

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은 과학에 관한 상식적 신뢰가 과학교육 이론으로서의 정체성  

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준다 과학교육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교육 실. 

천가들이 과학교육 실천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데 있다 앞서 ‘ ’ .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야 한다 는 특정한 맥락 하에서 그러해야 ‘ ’ 

하는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교육의 . (Sinnot-Armstrong, 1988) 

맥락에서 해야 한다 는 표현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실‘ ’

현하는 일이어야만 한다 교육 이론은 가치 판단을 통해 왜 라는 질문에 . “ ?”

답을 하고 구체적인 교육 목적 설정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에 관한 , . 

상식적인 인식론과 진리라는 가치의 추구는 이러한 조건을 충실하게 만족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지식 삼부분석에서 앎의 주체 의 자리에 학생들을 . S

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학은 진리이자 지식이고 따라서 가치가 있다. , .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이라는 진리를 학생들이 믿는 것 그 진리를 향한 정, 

당한 인식 과정을 갖는 것 모두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과학 . 

지식을 갖도록 가르쳐야만 한다 과학에 관한 상식적인 관점은 자연스럽게 . 

이러한 교육 목표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상식적 이라는 것은 특별한 반성적 작용이 없을 때는 우리가    ‘ ’ ,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경향이 있음을 함축한다 특별한 반성적 작용. 

이 없을 때 상식은 과학교육을 지식에의 추구로 이끌어 간다 교육의 장에 , . 

암묵적으로 전제된 일련의 믿음과 개념들을 이론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의 제안에 따라 연구자는 상술한 관점을 상식적인 지식 추구 Pring(2004) , “

이론 으로 부르고자 한다” .

상식적인 지식추구 이론을 과학교육의 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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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학생들이 과학을 배움으로써 자연에 대하여 알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조광희 의 연구는 과학교육의   (2014)

지식에 한 추구를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안다 는 이해한다 와 더불. “ ” “ ”

어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 진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사이

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 

않다.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이유는 그 물체가 힘을 받았기 때“

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교육부( , 1992)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됨을 안다“ .”

케플러 법칙을 알게 하고“ ”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절 온도에 비례함을 알게 하“

고”

교육과학기술부( , 2007)

힘의 작용에 하여 알고 이를 통하여 힘과 운동의 관계“ , 

를 안다.”

슈뢰딩거 방정식을 알고“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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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조광희의 연구 상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내용 체계를 소개하는 표에 다양한 과학 이론2015 

들을 범주화하는 용어로서 지식 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취 기준으로서 안“ ” “

다 가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 시험 준비에서 필독서로 알” . 

려진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희형 외 의 첫 장에서는 정당화( , 2011)『 』

된 참된 믿음이라는 지식 삼부 분석이 소개되고 있다.2) 

지금까지 살펴본 삼부 분석과 이에 한 가치 판단은 더욱 세부적인 규  

범적 귀결들을 산출한다 학생을 주체로 삼부 분석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 

다.

학생들은 임을 안다p . if and only if

는 참이다i. p ;  

학생들은 를 믿는다ii. p ;

학생들이 를 믿는 것은 정당하다iii. p .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임을 알게   , p . p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이 조건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참된 내. 

용이 교육의 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달성되는 학생의 . 

상태나 배움의 과정과 관련된 규범은 아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교육을 통해 . 

달성되는 학생의 상태와 관련된다 학생은 교육을 통해 과학적인 명제를 믿. 

게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과학적인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배운 내용.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배운 내용 로 되어 있다, 

고 믿는 것이다 과학교육은 이를 달성해야만 한다 세 번째 조건은 배움의 . . 

2) 물론 이 책에서 지식 삼부 분석을 소개하는 것이 교사들의 반성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교사 교육용 표준 교과서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이 책의 성격, 

으로 고려할 때 그런 의도로 소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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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관련된다 참인 명제를 무턱 고 믿는 것보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 . 

믿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 

의 맥락에서 이 정당성의 의미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삼부 분석을 적극적으

로 옹호하는 의 견해를 참고할 만 하다 은 교육의 맥락에Siegel(1998) . Siegel

서 정당화란 합리적 탐구의 과정이라 주장한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교사나 . 

권위자의 정보전달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

만 합리적인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 

더욱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무턱 고 믿는 것보다 권위자. 

의 정보 전달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처럼 권위자의 정, 

보 전달을 통해 믿는 것보다 믿게 되는 주체가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에 

한 더욱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명제를 믿게 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 

인식론적으로 보아도 권위자 역시 오류를 범하거나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당화는 더욱 가치 있

는 일이다.

이상을 요약해보자 학생의 지식에 관한 추구는 참된 과학의 내용을 선정  . 

하여 합리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그것을 믿게 해야만 함을 요구한

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정말로 지식을 추구한다면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 , 

규범적 결론이다 이것은 단히 상식적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은 과학교육. , 

이 이것을 잘 추구해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과학교육과정에는 플로지스톤 . 

이론처럼 그것의 거짓됨이 이미 밝혀졌거나 과학자들에 의한 평가가 진행 

중인 최신의 가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부분의 . 

사람이 동의할 만한 충분히 타당한 이론들만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학생들. 

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과학의 내용을 믿게 하는 탐구와 실험은 꾸준히 과

학교육의 주요 요소 고 과학교육학자들은 적절한 탐구의 과정에 한 논, 

의를 지속해 왔다 예 과 . ( : Schwab Brandwein, 1962; Tami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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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ofstein Lunetta, 1982; Woolnough, 1983; Freedman, 1997; Dom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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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의 두 가지 문제2. 

앞서 논의한 것처럼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학생들이 탐구의 과정을   , 

통해 참된 과학 이론을 믿도록 하는 것을 과학교육의 목표로 삼는 이론이

다 연구자는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이 설정하는 과학교육의 목표와 관련. 

하여 과학교육의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 두 문제는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 내부에서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론간 모순의 문제(1) 

지금까지 살펴본 지식 추구 이론은 과학교육이 참된 것을 선정하여 가르  , 

치기를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리. 2015 

학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살펴보자 다음은 개정 과학과 1 . 2015 

교육과정의 쪽과 쪽 전문이다125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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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3.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지식
내용�요소

기능
물리학Ⅰ

힘과 
운동

시공간과 
운동

시공간의 측정은 상대성이 있다.
동시성· 
질량 에너지 등가성· -

문제 인식· 
탐구 설계· 

와 수행
자료의 수· 

집 분석 및 ·
해석

수학적 사· 
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 
발과 사용

증거에 기· 
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 
및 평가

의사소통· 

힘

물체의 운동은 뉴턴 운동 법칙
으로 설명된다.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은 물체의 충돌 전후에 
보존된다.

운동량 모존· 
충격량· 

역학과 
에너지

마찰이 없는 계에서 역학적 에
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기와 
자기

전기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
용한다.

원자와 전기력· 
에너지 준위· 

물질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
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된다, , .

고체의 에너지띠· 
전기 전도성· 

자기

전류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질은 자기적 성질에 따라 자
성체와 비자성체로 구분된다.

물질의 자성·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 회로에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전자기 유도· 

열과 
에너지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
모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내부 에너지·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는 않
는다.

열효율· 

파동
파동의 
성질

파동은 반사 굴절 간섭 회절, , , 
의 성질을 가진다.

파동의 요소· 
파동의 간섭· 

파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광통신· 

현대 
물리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과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
질을 모두 가진다.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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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준. 

역학과 에너지(1) 

이 단원에서는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를 이해함으로써 역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가 다른 물체와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뉴턴의 운동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직선상의 운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 , 

다루고 열역학 법칙으로 열에너지 전환 및 열효율을 설명하도록 한다 한편 특수 상 성 이론을 , . , 

통하여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다루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므로 관찰자에 따라 시- , 

간과 길이가 달라짐을 알게 하여 현 적인 시공간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물리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12 01-01] Ⅰ
분류할 수 있다.

물리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 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12 01-02] Ⅰ
수 있다.

물리 뉴턴의 제 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 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12 01-03] 3 .Ⅰ
물리 물체의 차원 충돌에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속력의 변화를 [12 01-04] 1Ⅰ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리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12 01-05] , Ⅰ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물리 직선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에너지가 [12 01-06] Ⅰ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리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일을 주고받아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됨을 사례[12 01-07] Ⅰ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물리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12 01-08] .Ⅰ
물리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12 01-09] , , Ⅰ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리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12 01-10] .Ⅰ

탐구 활동< >

역학 수레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 

가 학습 요소( ) 

가속도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 보존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내부 에너지 열효율 시간 지· , , , , , , , 

연 길이 수축 동시성 질량 에너지 등가성, , , -

교육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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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특수 상 론과 관련하여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 “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 , 

할 수 있다 라는 진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관성계에서 .” . 

빛의 속도가 같다는 것은 광속 불변의 원리 로 불린다 앞서 살펴본 앎의 “ ” . 

개념에 따라 광속불변의 원리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광속 불변의 , 

원리가 참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때 광속 불변의 원리는 힘 방정식 . , 

! " #$%

$ &#'#()*+,-+
(

.*/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광속 불변의 원리, 

를 아는 것이 가능할 경우 뉴턴 제 법칙 ‘ ’ , 2 ! " #$%

$
.* 는 결코 참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라 학생들은 뉴턴 제 법칙을 알 수 없다 뉴턴 역학과 . , 2 ‘ ’. 

특수 상 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애초에 상 성 이론의 탄생 배경에는 뉴턴 역학이 전제하고 있는 . 

갈릴레이 변환식과 전자기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 의 문제가 있었고 특‘ ’ , 

수 상 론은 갈릴레이 변환식을 포기했다 그러나 년 개정 물리 교육. 2015 1 

과정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라는 하나의 단원에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1) ”

이론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알도록 안내하고 있다- ‘ ’ - . 

교육과정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과학교육자들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

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순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 " #$%
$
.*라고 알다‘

가’ ! " #$%
$ &#'#()*+,-+

(
.*/라고 알아야 하는 것은 단히 당황스러운 문‘ ’ 

제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역시 과거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당황스러움을 이미 느껴  

본 적이 있다 연구자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한 물리 과목은 특수 상 성 이. 

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 차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에 입학하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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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리학을 배우게 되고나서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하여. , 

학부 초년생으로서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뉴턴 역학은 틀렸으며 더욱 최“ , 

신의 물리학인 특수 상 론이 옳은 것이다 다 과학을 진리로 간주하는 .” . 

학부 초년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뉴턴 역학의 학습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

는 결론이었지만3) 딱히 다른 선택지가 있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것은 모순, . 

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 내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정당성에 한 몇 가지   

옹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진리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다. 

른 가치 문화적 역사적 실용적 들로 뉴턴 역학을 지지하거나 어떻게든 두 ( , , ) , 

이론 모두 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해 방식을 제시하여 모순의 문제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 

진리라는 가치를 포기한 채로 과학 이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만을 따지는 /

방식으로는 역사 속의 수많은 엉뚱한 이론들을 과학교육의 상으로 간주하

여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리를 배제한 실. , 

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로부터 그것이 과연 과학교육이 맞는지 , 

의구심이 들게 하는 과학교육 방법론4)이 따라 나올 것이다 혹은 뉴턴 역학. 

과 특수 상 론 사이의 근사적 수렴 관계를 근거로 뉴턴 역학과 특수 상

론을 동시에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의 가능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르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5)

3)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학년부터 전공 수준 . , 2

의 심도 있는 뉴턴 역학 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역시 마찬가지 다‘ ’ . .
4) 예를 들어 질량이 큰 차량은 빠르지 않아도 부딪히면 위험할 수 있다 와 같은 실용적  , “ .” 

진술들로 가득한 과학교육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이 안전교육인지 과학교육인지 구분할 수 . 

없는 것 같다.
5) 다음의 수식처럼 상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교하면 충분히 느린 역에서는 상 성  , 

이론의 감마 인자가 에 수렴하므로 뉴턴 역학도 느린 역에 해서는 참이라고 볼 수 있0 , 

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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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우리는 진리나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뉴턴 역학과 특수 상  , , 

론은 동시에 진리일 수 없고 동시에 지식이 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학생들이 두 이론 모두를 통해 자연에 하여 알게 되기를 원하

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모순을 피하고 싶다면 뉴턴 역학이나 특수 . , 

상 론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과학 언어의 의미 습득 문제(2) 

과학교육학의 다양한 연구 주제 중에서도 특히 과학교육 고유의 연구 주  

제라 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개념변화 이론이다 개념변화 이론은 학생들이 . 

과학적 개념과는 다른 학생들 나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

발한다 개념변화 이론 연구자들은 이러한 학생들 나름의 개념을 과학적 개. 

념으로 바꾸어주는 방안이나 학생들 나름의 개념이 과학적 개념 습득에 미

치는 향 등을 연구하면서 보다 나은 과학교육을 위한 고민을 지속해 왔

다 와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개념변화와 관련된 . (Treagust Duit, 2008) , 

lim
-,*→4
#$%
$ &#'#()*+,-+

(
.*/"#$%$ .*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위 수식은 상의 속도와 광속의 비율이 에 수렴  . , ‘ 0

할 경우 특수 상 론이 뉴턴 역학과 같은 결론을 산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극한값’ . , 

을 취하는 형태의 기술 자체는 뉴턴 역학이 아니라 명백히 특수 상 론이다 중요한 것은. , 

느린 역에서 상 론이 뉴턴 역학과 거의 같은 결론을 산출한다는 점이 아니라 광속에 가, 

까운 역에 해서 뉴턴 역학이 상 성 이론과 전혀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이다 뉴턴 . 

역학은 물체의 속도와 광속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론이다 두 이론에 위와 같은 . 

수렴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 이론을 동시에 참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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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과학교육의 발전이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 앞서서 과학교육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인식이기도 하다는 점

이다 개념변화 이론에 따르면 선개념 혹은 오개념 등으로 불리는 학생들 . , 

나름의 개념은 결코 쉽사리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때 개념이란 의미의 최소단위이다 개념변화 이론들은 학생에게 과학 이. 

론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교육의 현실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지식 추구 이론의 관계에 한 논의에 앞서 연구자는   , 

우선 의미에 관하여 체로 수용되고 있는 견해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며 체로 합의된 의미에 관한 견해는 Gottlob 

및 를 시발점으로 하는 진리 조건적 의미론이다 진리 Frege Afled Tarski . 

조건적 의미론의 전통은 모형 이론 가능 세계 의미론 기호 논리학, , 6)이나 

언어학에서의 형식 의미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 

고 그들을 진리 조건적 의미론의 전통으로 묶을 수 있게 하는 공유된 아이, 

디어는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과 같다 는 것이“ .”

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강력하며 의외로 간단한 견해이다. (Portner, 2005) , .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 .” 

등의 문장 이것은 단지 기호일 뿐이다 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 주장되었을 ( )

때 사과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 의미는 저 문장들이 참이 되도록 , ( ) 

하는 조건 즉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는 사태의 존재와 같다는 것이다 그, . 

러한 사태가 정말로 벌어지고 있다면 문장은 참일 것이고 벌어지고 있지 , 

않다면 문장은 거짓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문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세계

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문장의 의미 즉 명제는 세계, , 

6) 장에서 논리학의 모형 개념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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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태에 한 진리 조건이다.

이처럼 문장이나 진술들의 의미가 그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세계의 조건  

이라고 할 때 지식 추구 이론은 앞서 언급한 의미 전달의 어려움에 관한 ,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문장의 의미가 진리 조건과 같다는 것으. 

로부터 유일한 하나의 진리 조건 전달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7) 참, 

인 문장이 경우에는 문장이 의도 하는 바로 그 사태 자체를 경험시키는 것, 

은 확실한 진리 조건 전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추구 이론은 과. 

학이 세계 속 사태에 한 직접적인 경험 즉 발견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지식 추구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다 그저 과학 진술이 의도하. 

고 있는 세계의 사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 

학생들이 관찰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과학. , 

교육은 학생들이 자연에 해 경험을 할 수 있는 실험과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실험교육의 , 

주요 형태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참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 ( : Domin, 1999) 

자연에 하여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의미 습득에서 겪는 어려움

의 원인인가? 

연구자는 학위 과정 중 년 동안 학부 학생들의 실험 과목 조교를 담당  2

했었다 이 수업은 관련된 이론과 실험의 방식을 교수자가 모두 안내해주. , 

고 실험을 통해 이론을 확인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되었다 지식 추구 이론, . 

이 옳다면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론들을 실험을 통해 더 잘 이해,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실은 정반 다 학생들은 더 많이 관찰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 

7) 의미에 한 해명이 언어 습득 방법에 한 해명이 되지는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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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관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만 했다 오히려 , . 

실험 진행 전부터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험을 잘 이해하고 

그에 관하여 좋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안타깝게도 소수의 학생만이 그랬다( ), 

연구자가 나눠준 이론이 적혀 있는 실험 안내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긴 했지만 실험의 결과들을 어떻게 , 

이해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실험 안내서를 . (

읽기를 정말 싫어했다 실험 조교로서 년 동안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가) 2

장 많이 했던 말은 실험 수업에 오기 전에 실험 안내서에 적혀 있는 이론, “

과 실험 방법을 잘 숙지하고 오라 는 것이었다 사실 다른 실험 수업 조교.” . , 

들도 연구자와 같은 문제로 자주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실험 조교들에게 . 

있어 실험 수업은 이론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학생들과의 전쟁‘ ’

이랄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학의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한   

과 의 설명은 의아함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들은Wellington Osborne(2001) . , 

애초에 과학의 언어들이 경험 가능한 구체적인 지시물이 없는 단히 추상

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과학교육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 

지적한다.

전자 와 같이 분류 체계에서 높은 수준에 포함되는 단어  ‘ ’

들은 어떤 이론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전. ‘

자 의 의미는 어쨌거나 핵 원자 전기장 각 그리고 궤’ , , , ( ) 殼

도 등으로 이루어진 이론적 세계에 속해 있다 과학을 시작.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는 가상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전자. ‘ ’

는 믿기지 않는 동화 속 단어들처럼 의미를 획득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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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추상적인 개념들은 볼 수도 없고 구체적인 지시  

체도 없다 학생들이 그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 

데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많은 연습이 요구되며 긴 시간

이 걸린다 고도로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의미 문제는 과학. 

교육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과 (Wellington Osborne, 2001, p.22)

경험이 풍부한 과학교육자라면 연구자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어려움을 쓸  , 

데없이 지적하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식 추구 이론이 옳다면 . 

정확히는 과학이 세계의 사태에 응되는 것으로서 참이며 이는 과학자, , – 

들의 객관적인 관찰 덕분이라는 가정이 옳다면 학생들은 과학 이론이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상술한 어려움, 

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과학이 실제로 무슨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  

지 보여줄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이 객관적 관찰 덕분에 발견된 참된 사실들. 

의 집합이 맞는지 반문해야 한다 그리고 상식적 인식론에서부터 비롯되는 . 

가치 판단 진리의 추구 역시 근거를 잃고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 – 

한다.



- 30 -

제 장 의 과학철학3 Giere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과학교육적인 행위 하나에는 그러한 행위를 정당하  , 

게 하는 인식론을 포함한 암묵적 이론이 있다는 사실에 한 자각이 필요, 

하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함 을 도출하는 암묵적 이론이 인과나 사. ‘ ’

실적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한 추구를 포함하고 있음

을 인식해야 한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궁극적으로 교육 실천가들에게 . 

규범적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교육 이론은 그것이 교육 이론인 한 가치 , , 

있는 것에 한 이해와 가치의 구현 문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교육 이. 

론에서 무엇이 어떻게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

지만 가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추구하도록 한다 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 ‘ ’

하지 않는다 이는 과학의 본성에 한 견해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과학교육 . 

이론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의 본성에 관한 견해에 가치와 관. 

련된 해석이 추가될 때에만 그것은 과학교육이론으로 작동할 수 있다, .

그러나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의 경우 상술한 부분에 한 특별한 자  

각 없이도 쉽게 교육이론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에. 

서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사항만을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과학 이론은 명제 집합이다1) .

과학 이론은 참이다 과학 이론은 자연에 존재하는 상2) (

과 사태에 응된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는 상과 사태를 있3) 

는 그 로 발견하여 있는 그 로 기술함으로써 과학 이론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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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과학의 본성에 한 기술들만으로도 그것이   

어떠한 교육이론으로 확장될 것인지 상당히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진. “

리 가 인식론적 용어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가치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과학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식론적 사실에 한 진술이면서 . “ .”

동시에 가치 판단을 포함한 진술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과학철학적 견해가 과학의 본성에 하여 진리 처럼 가치의   “ ”

이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어를 할당하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리. 

는 그것이 과학의 가치에 하여 어떠한 함축을 가졌는지 해석하고 이를 통

해 과학교육 실천을 위한 규범적 진술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의 과학철학은 진리 라는 용어를 중심으  Giere “ ”

로 과학의 본성을 해명하지 않는 표적인 관점 중 하나이다 본 장에서 . 3

연구자는 의 과학철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Giere . 

의 관점을 통해 장에서 지적된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의 문제점들에 Giere 2

하여 구체적인 논의하는 것은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장에서 연구4 . 

자는 특히 과학의 본성에 한 아래의 세 질문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과 의 과학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려고 한다Giere .

과학 이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1) ?

과학 이론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2) ?

인간은 어떻게 자연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과학 이론3) ( ) 

을 도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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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의 배경1. Giere 

논리 실증주의의 실패(1) 

연구자는 앞서 학생들에게 과학의 진술이나 이름들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지식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문제

를 지적했다 이는 과학 이론에 포함된 많은 용어가 사실상 경험할 수 없는 . 

것들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과학 이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힘이. 

나 전자 같은 것들은 관찰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의 상이 될 수 없다 과학. 

적 실재론 논쟁에서 관찰 가능성을 실재성의 지표로 삼은 van 

이 반실재론의 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과학Fraassen(1980)

의 비 경험성을 잘 보여준다. 

과학의 비 경험성은 단지 의미라는 주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연  . 

이라는 실재에 하여 말하고 있는 과학이 도 체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개

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과학의 합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가 이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던 표적인 학자? 

들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다 과학 이론이 외형상 경험 그 자체에 한 기. 

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 

증 가능성이라는 그들 고유의 경험주의적 의미 기준을 바탕으로 과학 이론

을 논리학적 구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경험적 원자 진술들과 연결 짓는 응

규칙을 통해 경험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 이러한 작업은 과. 

학의 의미에 관한 해명이었으며 과학의 합리성에 한 철학적 정당화의 과, 

정이었다 물론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들의 기획은 치명적인 반론들에 부. , 

딪혔고 실패로 돌아갔다.8) 그리고 그들의 검증주의 기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8) 표적인 반론으로서 관찰 용어와 이론 용어의 구획 기준의 모호성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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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 과학적 진술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 

가 과학적인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는 미해결된 채로 남겨져 있게 되었? ? - 

다 그리하여 논리 실증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러한 미해결 . 

문제들에 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철학자들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

나가 되었다.

의 주장과 언어 진리 그리고 논리Hanson(1958) , (『 』 Language, Truth and Logic, Ayer, 

판에 실린 검증 원리의 모순성을 지적한 의 반론 등이 있다 특히1952) 2 Church(1949) . , 

의 반론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논리만으로 논리의 신봉자들이었던 논리 실증주의의 Church

핵심 개념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점에서 단히 흥미롭다.

는 언어 진리 그리고 논리  Ayer , (『 』 Language, Truth and Logic 판의 서론에서 , 1952) 2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검증 가능 기준을 제시한다.

직접적 검증 가능성 진술 가 관찰 진술이거나 또는 가 하나 이상의 다른 관찰 진술들1. : S , S

과 더불어 이 관찰 진술들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관찰 진술들을 최소한 하나 이상 함축한

다면 진술 는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함, S . 

간접적 검증 가능성 진술 가 분석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검증가능하거나 또는 간접적으2. : S , 

로 검증가능하다고 독립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다른 전제들과 더불어 이 전제들만으로는 도, 

출될 수 없는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을 하나 이상 함축한다면 진술 는 간접적으로 , S

검증가능하다.

이에 하여 는 다음과 같은 모순적 사례를 제시한다Church .

1. 5(65+6 57는 서로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찰진술이라 하자.

은 무의미한 진술이라 하자   N .

는 2. S &85(∧5+/∨&8;∧57/이라 하자.

는 3. S 5(과 더불어 57를 함축한다 따라서 는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이다. S .

은 에 의해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 와 더불어 4. N S(3 ) 5+를 함축한다 또한 만으로는 . S 5+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은 간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이다. N

이 간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이므로 검증 원리에 의해 은 유의미하다5.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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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과학철학을 전개한다 그의 저서   Giere . 

과학을 설명하다 인지적 접근: (『 』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의 전반부에서 그는 논리 실증주의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 1988)

로 논한다 이는 자신의 철학이 어떻게 논리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 

더욱 완성도 있는 과학철학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논리 실. 

증주의의 극복이라는 맥락에 있는 의 과학철학이 상식적 지식 추구 이Giere

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논리 실증주의와 상식적인 , 

지식 추구 이론의 관계를 간단히 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논리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과 거리가 먼 견해  

이다 논리 실증주의. (『 』 Logical Positivism 의 편집자 서문에서 , 1959)

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실Ayer , ‘

재 와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철학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실재에 한 인식이라고 판단하는 상식(Ayer, 1959) 

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정반 에 서 있는 견해로 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찰은 실재에 한 경험이지만. ‘ ’ ,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관찰 개념에 형이상학적 개념을 덧붙이기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은 단히 중요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 , 

두 관점은 과학이 언어적인 것 즉 명제 혹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 이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 속해 있는 의미론적 관점의 철. , Giere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인다 둘째 논리 실증주의와 상. , 

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어쨌거나 관찰 이 과학 이론의 원천이라고 생각‘ ’

한다 반면 의미론적 관점의 철학자들은 실재나 경험에 한 있는 그 로. , 

의 관찰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 35 -

(2) 의 과학 연구 방법론 자연화된 과학 철학Giere : (Naturalized) 

과학철학으로서 논리 실증주의는 과학을 문장 체계로 간주하고 이에   , 

한 논리적이며 인식론적인 토 를 제공하려 했다 이것은 과학이 실제로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이, 

루어지고 있는 과학에 한 이상적 정당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논. , 

리 실증주의는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는 것에는 관심

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과학자들의 실제 활동에 따른 과학적 발견의 맥락. 

과 과학의 합리성에 한 철학적 정당화의 맥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

다. 

반면 는 이상적 선험적 틀에 근거한 과학에 한 철학적 정당화의   Giere ,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실제로 과학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의 본성에 하여 해명할 수 있다고 , 

생각하 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전개되는 과학철학은 자연화된 과학철학. 

이라 불린다 의 년 논문 (Naturalized Philosophy of Science) . Giere 1985

“Philsophy of Science Naturalized 와 년 저서 과학을 설명하다 인” 1988 : 『

지적 접근 (』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의 전반부, 1988)

에는 의 자연화된 과학철학적 방법에 한 추구가 잘 드러나 있다 여Giere . 

기에서 는 합리성과 같은 직관적 개념에 주목해온 전통적인 과학철학Giere

이나 과학을 정치와 같은 사회적 과정으로 간주해온 과학사회학 등은 과학

자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나 활동 그 자체에 주목하지 못했다

고 비판하며 인지 과학으로서의 과학철학이 더욱 균형 잡힌 방법론임을 주

장한다 아래 인용문은 의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는 과학 . Giere . Giere

이론이라는 상을 인지 과학에서의 표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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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그리고 동물들 이 외부 환경에 한 그뿐만 아니라   ( ) (

그들 자신에 한 내적인 표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아마도 ) 

인지과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내적이. , 

고 정신적인 표상에 한 호소는 행동주의와 인지 과학을 

구분 지어 준다 인지 과학 내에서의 특정한 분야에 따라. , 

도식 인지 지도 정신 모“ (schemata)”, “ (cognitive maps)”, “

형 혹은 틀 등의 개념이 등장한(mental models)” “ (frame)” 

다.

이후 나는 과학 이론이 인지 과학에서 연구된 일반적인   

종류의 표상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논할 

것이다.

(Giere, 1988, p.6)

  

자연화된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전개된 철학에 하여 자연화된 과학철학  , 

의 관점 안에서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주장된 바가 정말로 ( , 

과학자들의 활동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비판하는 것 애초에 그러한 철) 

학이 전제하고 있는바 자연화된 방식으로 철학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 

것도 가능하다 후자의 비판은 의 과학철학의 방법론 자체를 문제 삼. Giere

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한 논쟁은 현재 진. 

행형이다.9) 

9) 누구보다 본인이 이러한 방법론에 어떠한 비판들이 가능한지 인식하고 있었고 예 Giere 

상되는 비판에 반론을 제시하 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의 방법론을 따르. (Giere, 1985) , , Giere

면 과학의 인식론적 지위에의 기여라는 과학철학의 근본 목적을 포기하게 된다는 

의 비판처럼 아직 해명되지 못한 중 한 반론들은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본 논Siegel(1989) . 

문에서 이러한 비판들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 안에서 나의 주된 관심. 

이 의 철학이 갖는 정당성보다는 그의 철학이 과학교육과 관련된 함의를 읽어내는 데 Giere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입장들은 언제나 본질적 논쟁에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다 나는 어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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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연화된 과학철학을 추구하는 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  Giere

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전개된 의 과학철학을 더욱 . Giere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철학적 입장이 특정한 맥락에서 갖는 의의를 논하기 위해 본질적 논쟁이 해결되기를 기다리

거나 해당 철학적 입장의 근본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 반드시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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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에서 모형으로2. 

논리 실증주의가 그들의 탐구 주제를 남겨놓고 몰락한 이후 이러한 문제  , 

들을 모형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의 견해, 

는 통상 의미론적 관점 으로 불린다 이것은 “ (semantic view of theories)” . 

논리 실증주의의 견해가 구문론적 관점 으로 “ (syntactic view of theories)”

불리는 것과 비된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과학 이론을 그 자체가 해석되. 

어 있지 않은 차 술어 논리로 간주하고 응규칙을 통한 의미부여 작업을 1

시도했다 이때 과학 이론은 의미를 갖지 않는 형식적인 문장으로 취급되므. 

로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관점은 구문론적 이라 일컬어진다 반면 의미론, “ ” . , 

적 관점을 갖는 철학자들은 과학의 진술들이 이미 의미를 갖고 사용되고 있

으므로 이 의미는 과학의 진술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형들을 제시함으로, 

써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분석철학의 전통은 . , 

의미를 진리 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진술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형의 제시, 

는 진술들에 한 의미론 에 해당한다(semantics) .10) 이에 따라 이론의 본성 , 

10) 이와 관련하여 논리학에서 모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  

움이 되겠다 아래는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논리학 교과서의 한 부분이다. .

<가 =하에서 참 혹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신에 =가 <에 진리치 혹T

은 를 할당한다고 말하기도 한다F . <가 =하에서 참이라고 말하는 다른 

방식은 =가 <의 모형이라고 하거나 =가 <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다 참고. [ : <는 형식 언어의 문장, =는 형식 언어 문장에 한 해석]

(Mates, 1972)

지면의 한계로 인용문이 제한적이므로 표준적인 논리학에서 형식 언어 문장에 해석을 주  , 

는 즉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의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자 형식 언어 문장 에 하여 민, . Fa , ‘
트는 고양이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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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형을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자들의 견해는 의미론적 이라고 일컬“ ”

어진다 과 이때 모형이란 어떤 가능한 세계상이. (Morgan Morrison, 1999) 

나 추상적인 상들의 집합 등 우리가 사는 세계에 실재하는 것들을 지시하

지 않는 것이어도 되므로 과학의 진술이 자연이나 경험에 한 직접적인 , 

기술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의 과학철학이 바로 . Giere

이 의미론적 관점에 속해 있다.  

의미론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도 모형이 무엇인가에 한 합의점  

이 도출되어 있지는 않다 의 경우 논리학에서의 모형과 유사. Suppes(1961)

한 방식으로 일정한 상 집합을 모형으로 본다 은 상. van Fraassen(1980)

태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 상태 공간에서의 특정한 가능 궤적을 , 

모형으로 본다 는 과학 교과서들에 표현되어 있거나 과학자들이 실제. Giere , 

로 자연의 탐구에 사용하는 추상적 상을 모형으로 본다.

나는 역학 교과서에서 논의되는 이상화된 계들을 이론적 “

모형 이라고 하거나 혹은 맥락이 분명(theoretical models)” , 

논의 세계 규정 민트 고양이 고양이 개 개: { , 1, 2, 1, 2}

고양이 임을 의미하는 술어 에 집합 할당 민트 고양이 고양이( ) F : { , 1, 2}

민트를 지칭하는 이름 에 상 할당 민트( ) a : 

에 진리치 할당 에 할당된 민트가 에 할당된 집합의 부분 집합이Fa : (a F

므로) T

이러한 해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해석은 민트가 고양이의 집합 속에 포함. , 

된 까닭에 가 참이 되는 어떤 가능한 세계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학Fa . 

에서는 이처럼 문장에 참인 진리치를 부여하는 해석을 모형 이라 부른다 앞서 장에서 나“ ” . 1

는 진리 조건적 의미론을 언급한 바 있는데 논리학의 모형은 진리 조건적 의미론의 관점에, 

서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어떤 세계의 상태를 명시화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  모형이란. , 

어떤 가능한 세계상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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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모형 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과“ ” . 

학자들 자신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종종 과용하는 방식에 ( ) 

잘 들어맞는다 또한 이는 공리들을 만족시키는. , (satisfy) 

상 집합이나 하나의 상을 공리집합의 모형이라고 하는 

논리학자들의 어휘 사용법에도 잘 부합한다 예를 들어 이. , 

론적 모형으로서 단순 조화 진동자는 그것의 운동 방정식

을 완벽하게 만족 시킨다(satisfy) .

(Giere, 1988, p. 79)

  

모형에 한 이와 같은 제안은 가 자연화된 과학철학을 추구한다는   Giere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 말하는 모형은 과학자들의 활동 . Giere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모형이라 부르는 바로 ,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림 . ( 1)11)

11) 과학교육에서는 시각화된 자료들 자체를 모형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가 말하는 모형은 이와 같은 그림 자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 Giere

그 그림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추상적인 상 단순 조화 진동자라는 추상적 상 그 자- 

체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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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 관점에서 모형에 해당되는 예. Giere

  

는 과학을 배우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과학 내부에는 논리 실증주  Giere , 

의자들이 과학의 의미 해명 과정에서 마주치게 된 그러한 어려움이 전혀 발

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언어로 되어 있는 과학. 

의 진술을 이미 해석 된 상태로 갖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들 (interpretation) , 

내에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 하고 있(identification)

다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Giere .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위치 질량 힘 과 같은 일반[ ] “ ”, “ ”, “ ”

적인 용어들에 한 수용된 해석 을 배운다(interpretation) .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특정한 위치 질량 힘을 식별, , 

하는 법을 배운다 과학에 한 어떠한 이론(identification) . 

도 과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해석과 식별을 하는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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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음을 가정해야만 한다.

(Giere, 1999, p.168)

  

가 볼 때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해석과 식별 활동을 하고 있음  Giere

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학자들이 이를 제 로 해명해내지 못한 것은 실제 , , 

과학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적인 것들이 아니라 모형이며 언어적인 

자원들은 이러한 모형들을 특성화하는데 사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모형이 핵심적인 위치를 ,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한 모형들을 특성화. 

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언어적인 자원들은 기(characterize)

껏해야 부차적인 관심 상 일 뿐이다(secondary interest) .

(Giere, 1988, p.79)

  

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적인 것들과   Giere , 

실재 사이의 응 관계로서의 진리 개념은 언어적인 것들과 모형 사이의 , 

정의 관계로 환원된다 또한 세계에 한 표상 작용의 성립은 (definition) . , 

언어적인 것들과 실제 상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인 모형과 실제 상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는 다음과 같. Giere

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추상적 모형을 특성화하는 진술과 모형 그 자체 사

이에는 응적 유형의 진리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의로 환. 

원되는 이러한 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력한 표상적 . 

작용 을 하는 관계는 언어적 (heavy representatio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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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와 실제 상 사이의 진(linguistic entity) (real object) 

리가 아니라 하나는 추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두 , 

상 사이의 유사성 관계이다.

(Giere, 1988, p. 82)

이러한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던 법  Giere , 

칙이나 원리 같은 언어적인 상들은 자연이나 경험에 한 주장이 아니며, 

자연에 한 이해라는 과학의 기본적인 의도에 비추어 볼 때 과학 이론에서 

언어적인 법칙과 원리 등이 갖는 인식적 의의는 단히 낮아진다 오히려 . 

모형이 과학의 의도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 견해를 따르자면 과학적 진술을 경험에 한 주장으로   , Giere , 

간주하고 실험이나 현상 관찰을 통해 이 진술들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이 옳다면 가능해야 하는 것 는 성공할 수 없– – 

다 또한 과학 진술들을 경험에 한 주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 철학적 . 

정당화를 부여하려 했던 논리 실증주의의 기획 역시 과학의 본성에 한 오

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모형 중심 전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과학적 진술  Giere . , 

들이 참이 되는 조건을 해명함으로써 과학의 의미 해명에 요구되는 전통적

인 형식 진리 조건적 의미론 에 충실히 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과학자( ) . , 

들이 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용법을 만족시킴으로써 과학' ' , 

자나 과학교육자들처럼 이미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과학 외부에 기원을 

둔 독특한 개념 예 으로 설명되는 모형을 가정하지 않아도 ( : Suppes, 1961)

된다 이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더 높은 설득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 , 

과학에서의 모형들이 인지 과학에서 외부 세계에 한 인간의 내적인 도식

으로 여기는 것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과학자의 자연 인식 과정을 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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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지 과학적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한다 는 이를 통해 인. Giere

식론의 표적인 개념들인 명제 지식 진리 등의 개념을 자신의 과학철학, , 

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렇다면 모형이라는 추상적 상은 도 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본  ?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 는 ? ? Giere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순 조화 진동자는 구성된 실체다 확실히 다양. , 

한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그러한 계들 을 사회(systems)

적으로 구성된 실체라 해도 될 것이다 그것들은 물리학자 . 

공동체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이상의 실재성이 없다.

(Giere, 1988, p. 78)

는 실재의 구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륙철학 계보의 성과들에 기  Giere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재의 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Giere, 1988), 

논쟁적일 수 있고 인간에 의하여 구성된 실재라는 개념에 반 하는 많은 학

자가 있을 것이다 본인도 모형이라는 구성된 실재에 한 존재론적 . Giere 

논쟁을 인지하고 있고 특히 허구 와의 구별 문제를 논하면서 아래와 , (fiction)

같이 말한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상상력의 산물로 간주된다 존재론적으. 

로 볼 때 그것은 추상적인 과학 모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 

방식이다 그것들은 과학자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모형은 . . 

그러한 점을 넘어서는 존재론적 지위 를 (ontological status)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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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re, 2009) 

연구자는 이러한 답변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의 본성에 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허구와의 구별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본 논문 안에서는 의 과학론의 . Giere

철학적 정당성을 평가할 의도는 없기 때문에 모형의 존재론적 본성에 관한 

논쟁에 해서는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연구자는 모형이 구성되었. 

다는 존재론적 측면보다 모형이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 

의 주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장에서 더 Giere . 4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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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에서 유사성 으로3. (Truth) (Similarity)

유사성을 주장하는 가설의 도입(1) 

는 과학 활동이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Giere , 

체로 과학 이론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법칙과 같은 것들이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언어표현들은 그 자체로 세계에 한 주장. 

이 아니며 모형에 하여 자동적으로 참이 되는 따라서 인식적 의의가 없, , 

는 존재자들이다 에 따르면 언어적 존재자들은 모형을 특성화. Giere , 

하거나 정의 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사실상 모(characterization) , (definition)

형 내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굳이 이론의 일부라고 할 필요(embodied) 

조차 없다. (Giere, 1988)

그러나 과학 이론이 전적으로 모형들의 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과  , 

학자들은 이를 통해 세계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모형. 

들은 단지 어떤 추상적 상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는 논리학적 개념. Giere

과 비교해서 모형의 본성을 굳이 따지자면 참 거짓을 할당할 수 있는 진술, 

이라기보다는 술어에 가까우므로 이를 참 거짓이라 하는 것은 난센스, 

라 주장한다(nonsesnse) . (Giere, 2006, pp. 64-65)

여기에서 우리는 의 저작을 관통하는 주요 아이디어를   Frege(1884; 1893)

떠올릴 필요가 있다 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주장은 그것이 참. Frege

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진리 조건적 의미론, 

의 시초가 되었다 언어적 존재자인 문장의 발화나 주장과 비교해보면 모형 . 

자체는 어떤 주장이 되지 못한다 는 문제가 더욱 명백해진다 문장이 발화' ' . 

되고 주장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참이라고 여기고 주장함을 , 

이미 알고 있다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 라고 발화하는 것은 책상 위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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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있다 는 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때 참이라는 것" " . 

은 세계와 문장 사이의 관계 응 이기 때문에 문장의 발화는 애초에 - – 

해당 발화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한 주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한 까닭에 문장을 발화하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인식적 의의가 있다 이. 

는 세상이 어떠한지에 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형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비언어적인 실체인 모형은 그 자체  . 

로 세계에 한 어떤 주장이 될 수 없다 주장 은 언어적인 존재자들에게만 . ‘ ’

허용되는 개념이다 에 따르면 모형이 주축이 되는 과학 이론이 실제. Giere , 

에 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모형 집합과 더불어 가설들, (hypotheses) 

이라고 하는 진정으로 세계에 한 주장인 언어적 존재자들이 모형과 함께 

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제안은 이론이 다음의 두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다 모형들의 집합: (1) (a population of models) 

그러한 모형들과 실제 세계의 계들을 연결지어주는 다(2) 

양한 가설들

(Giere, 1988, p. 85)

여기에서 이론적 가설이란 모형과 실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이어야   , 

한다 에 따르면 모형과 실재 사이의 관계에 한 주장을 표할 수 . Giere , 

있는 개념은 유사성 이다 과학자들은 모형을 구성하고 어떤 측(similarity) . , ‘

면에서 어느 정도로 그 모형들이 세계 속의 상과 닮았는(respect), (degree) 

지 를 주장함으로써 모형이 인식적 의의가 있도록 만든다 이때 닮음의 양’ . , 

상에 한 주장인 이러이러한 식별 가능한 실제 계는 어떤 모형과 특정 측' , 

면에서 특정한 정도로 유사하다 는 명제를 는 가설 이라 부른다' , Gie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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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과 지구의 운동을 사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Giere . 

내가 제안하는 적절한 관계는 유사성 이다 가설(similarity) . 

은 모형과 실제 계 사이의 유사성 주장이다(hypotheses) . 

그러나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과 어떤 측면 에서 (respect)

어느 정도 로 유사하기 때문에 합당한 측면과 정도(degree) , 

에 해 적어도 암묵적인 구체화 없이는 유사성 주장은 공

허한 것이 된다 이론적 가설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 

다 이러이러한 식별 가능한 실제 계는 명시된 측면과 정도: 

로 모형과 유사하다.

지구 달 계에서 지구와 달의 위치와 속도는 역 제-

곱 중심력을 가진 두 입자 뉴턴 모형과 매우 비슷

하다(very close) .

여기서 측면은 위치 와 속도 이고 정도는 매우 비슷 하“ ” “ ” , “ ”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Giere, 1988, p.81)

에 따르면 과학 이론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인식   Giere , , 

성립에 있어서 진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유사성에 의하여 체된다. 

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Giere .

모형을 사용하여 실제 계를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 바로 명시된 유사성의 존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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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re, 2004)

문장과 비교를 통해 가 이러한 주장이 갖는 의미를 더욱 자세히 살  , Giere

펴보자 사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라는 문장이 정말로 어떤 사태에 . " ."

한 인식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 문장이 그러한 인식적 역할을 가능, 

하게 하는가 그것은 문장 발화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 주장 는 참이다? “~ ” 

의 만족이다 즉 문장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의 상이 되는 사태와의 응 . ,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을 통한 사태 인식이 성립된다 이때 . "

문장 감추어진 진리 주장 은 모형 유사성 주장 에 응된다 따라서 + " " + " . 

모형을 사용한 세계의 표상 활동에서 그러한 표상 활동 인식 이 가능해지도( )

록 하는 조건은 바로 유사성 주장의 만족 즉 닮음이라는 사태 자체의 존재, 

함이다. 

대응으로서의 진리와 유사성(2) 

그렇다면 가 말하는 유사성은 모형이라는 비언어적 존재자에 할당될   Giere

수 있는 응적 진리관의 더욱 약화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상술한 , ? 

바와 같이 실재와 모형의 관계에 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명제와 실재

의 관계를 의미하는 응적 진리와 흡사한 면이 있지만 는 유사성 개, Giere

념을 응적 진리의 약화된 개념 정도로 이해되는 것을 단히 경계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는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들과 무수한 측면. Giere(2004)

에서 유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것 자체가 표상이라는 인식 ,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상을 표상하는 것은 특정한 유. 

사성의 측면을 의도하고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 과학자 의 활동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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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모형이 세계의 특정 측면과 유사하기 때문에 모

형 그 자체가 세계의 특정 측면을 표상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라 그러한 표상적 관계는 없다 어떤 . . 

것은 다른 어떤 것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측면에서 유사

하지만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 

표상을 수행하는 것은 모형이 아니다 그것은 모형을 사용. 

하여 표상을 수행하는 과학자이다.

(Giere, 2004)

즉 유사성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주체에 의해서 그 유사성의 측면  , 

이 한정적으로 의도될 때에만 인식적 의의가 있는 유사성이 성립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주체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응적 진리와는 전혀 . 

다른 측면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다 그림 . . (

2)

그림 2 실재에 한 서로 다른 모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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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물체 실재 에 하여 와 라는 모형을 구성하 다고 가정하자  ( ) A B . 

만약 우리가 어떤 그릇 속에 좌측의 물체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면 략적인 형태와 크기에서 유사한 라는 모형은 적합한 모형이 될 수 , A

있고 공간상의 크기와 형태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리. 

고 이 유사성은 인식적 의의가 있는 유사성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아. 

래에서 라는 모형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와 B . 

형태라는 측면의 유사성인데 는 크기나 형태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고 적B

절한 모형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목적이 바뀐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 . . 

들어 좌측의 물체가 지면과 충돌했을 때의 흔적을 알고자 한다면 지면과 , , 

접촉하는 표면적인 형태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돌출된 가시의 도 등의 측, 

면에서의 유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 실재와 유사하. B

며 는 유사하지 않다 이처럼 유사성은 표상하는 주체의 의도와 목적이라A . 

는 맥락 아래에서만 인식적 의의가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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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의 정당화4. 

  

이론 선택의 합리성(1)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에서 실재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식의 과  

정은 관찰 이라는 용어로 표되는 있는 그 로의 인식 이다 이러한 있는 “ ” ‘ ’ . 

그 로의 인식 과정은 이론의 올바름을 시험하거나 올바른 이론을 도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과학 이론은 관찰된 것에 한 기록이며 또한 이 관찰은 . , 

이론의 확실성에 한 보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 철학에서 모형과 가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론이라는   Giere

성과는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가 아래 그림 은 실재와 모형 사이의 유사? 3

성 관계에 한 평가 즉 가설의 시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형, . 

으로부터 예측을 도출할 수 있고 실세계로부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가, . 

설은 모형과 실세계의 닮음 여부에 한 주장이며 실재로부터 획득된 자료, 

와 모형으로부터의 도출된 예측의 일치 불일치의 여부가 가설의 참 거짓 여/ /

부의 증거 로 작용한다 물론 실세계와 모형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 같은 ‘ ’ . ,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세계부터의 어떤 순수한 경험 자료라 할지라도. , 

이것이 예측과 비교되기 위해서는 이론에 의한 해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날아가는 공의 움직임에 한 시각 자료가 포물선 운동 모형과 비, 

교되기 위해서는 시간 에 따른 공의 위치 라는 해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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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론적 가설을 포함한 과학적 일화에 한 이상적인 보고를 구성하는 네 요. 

소 과 (Giere, Bickle Mauldin, 2006)

모형과 가설 즉 과학 이론이 도출되는 맥락에 상기 가설 평가의 과정을   , 

도입해보면 과학 이론은 예측이 자료에 일치하도록 따라서 모형이 실세계, , 

와 유사함에 한 좋은 증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세계는 자료를 통해 모형의 예측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제한. 

을 가할 수 있지만 모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방식에 제한을 가하지는 못한, 

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안 역학은 각각 인과와 경제성이라는 . , 

전혀 다른 원리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이론들을 통해 같은 예

측을 산출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두 이론의 원리 .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자연이 인과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지 경제성을 만족,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두 이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산출할   . 

때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특정한 이론 체계를 수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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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는 우선 안이 되는 이론들이 무제한적이지 않다  Giere , 1) 

고 주장한다 에 따르면 단지 어떤 가능한 안들이 무제한 적으로 있. Giere , 

을 수 있다고 상상 가능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실제로 그렇게 무제한 , 

적인 안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시될 수 있는 이론은 같은 시기 , 

같은 역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모형들에 한 일반적인 과학

적 이해에 비추어 그럴듯해야 하며 그렇게 그럴듯한 안은 많지 (plausible) , 

않다 그리고 는 가능한 안들 사이에서 예측과 자료의 일치 확률. 2) Giere

을 기준으로 좋은 이론이 선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모형들이 . , 

실세계에 들어맞는 경우 해당 모형이 산출하는 예측과 자료 사이의 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만 해당 모형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다 과 . (Giere, Bickle Mauldin, 2006)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모형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의 상상  , 

력에 의존한다 모형과 실재의 닮음에 한 직접적인 확인 같은 것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다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모. 

형을 나름 로 구성하고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그러한 모형은 결코 .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만 을 설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제시된 모형은 알‘ ’ . 

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예측함으로써 엄격한 확률적 시험을 거칠 자격을 갖

춘 모형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모형의 평가도 그러한 확률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  , 

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단지 알려진 자료. 

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모형을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

한다 해당 모형이 그 이전에 알려진 바 없는 그리고 여타의 모형들로부터 . , 

도출되기 힘든 새로운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예측이 들어, 

맞는 희박한 가능성의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이 모형에 한 

적절한 시험이 된다. (Gier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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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그럴듯한 경쟁하는 두 모형 가 있다면 두 모형 각각이   , A, B , 

상호 배타적인 예측 확률을 갖도록 즉 모형 가 들어맞는다면 높은 확률, A

로 자료 가 획득되겠지만 자료 가 획득될 가능성이 낮도록 거꾸로 모형 x y , 

가 들어맞는다면 높은 확률로 자료 가 획득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료 가 B y x

획득될 가능성이 낮도록 어떤 실험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는 두 모형 중 ,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실험 이 된다‘ (crucial experiment)’ . (Giere, 

1999)

이상 이론의 선택 및 평가에 한 의 설명은 전통적으로 과학 지식  Giere

과 과학적 합리성의 원천으로 간주 되어 온 관찰 및 발견 개념을 체하‘ ’ ‘ ’ 

고 이론 발달의 원리를 해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적 설명에 따르면 우. , 

리는 모형이 실재와 닮았다고 생각할만한 좋은 증거를 가질 수 있을 뿐이

다.

왜 모형과 실재 사이의 유사성인가(2) ‘ ’ ?

는 그의 연구들 속에서 꾸준히 모형이 어떤 실제 계를 지시  Giere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는 (designate) . , , Giere

인간이 외부의 실재에 한 내적 도식을 갖는다는 인지 과학의 표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일종의 실재론을 함축하며 역시 이점을 . , Giere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이론에 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인지 과학의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종의 실재론자가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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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re, 1988, p.6)

그런데 확률적인 합리성은 모형이 실재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만  ‘ ’

을 보장한다 이것만으로는 어떤 실재론적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없다. . 

사실 앞서 논의들에서 실재 나 실제 계 와 같은 표상의 상들을 모두 경‘ ’ ‘ ’ ‘

험 이나 경험 속의 계 로 바꾸어도 어떠한 모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미론’ ‘ ’ . 

적 견해를 가진 또 다른 철학자 의 경우 의 입장van Fraassen(1980) , Giere

과 부분의 역에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지만 철저하게 반실재론적 입장

을 고수한다 그것은 과학 활동이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상 역이 인간. 

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반실재론

이다 경험주의자인 은 이론이 경험과 맞닿는 하부 구조가 실. van Fraassen

제 세계의 관찰 가능한 측면에서만 닮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그렇다면 는 어떤 근거로 어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가 는   Giere , ? Giere

입자를 다루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의 활동을 직접 살펴본 사례를 들면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다루는 상들이 실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상들의 실, 

재에 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실험 활동을 살펴볼 때 충분히 정당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펴본 과학자들은 이론적 상을 생산. Giere (produce)

하고 사용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는 이러한 활동은 이(use) , Giere

론적 상의 실재성에 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과 그들이 사. 

용하는 기구 등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당하다면 그, 

러한 과학자들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상 역시 실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

적인 수준에서 정당하다는 것이 의 주장이다Giere . (Giere, 1988, Ch. 5) 

이때 이론적 상을 생산 사용한다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재한  , 

다고 볼만한 상들을 생산하거나 사용한다는 개념처럼 즉각적으로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우리가 이론적 상이 포함된 . G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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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학 이론 체계를 통해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자연에 하여 이런저

런 조작을 가하여 의도한 결과 특히 그것이 이론 체계와 조작이 없었다- 

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류의 를 성공적으로 얻어 냈을 때 그러- , 

한 이론적 상을 생산 사용한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의 개입 개념과 거의 . Hacking(1983) ‘ (intervening)’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는 의 실재론적 철학이 자, Giere Hacking

신의 실재론적 철학과 상호작용 없이 발전되었지만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

고 있다고 말한다. (Giere, 1988)

는 이러한 입장에서 경험주의자들이 실재성의 기준으로 삼는 관찰   Giere , '

가능성 를 거부하고 검출 가능성 을 실재성의 기(observability)' ' (detectability)'

준으로 삼는다 요컨  이것은 충분히 실재한다고 믿을만한 것들 인간 도. ( , 

구 과 자연 사이의 의도된 상호작용 가능성이다) .

내가 제안하는 조작적인 과학 개념은 인간의 관찰 가능성, 

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출 가능성이다.

(Giere, 1999, p.181)

이러한 기준은 모형이 실재를 닮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믿음과는 전혀 다  

르다 의 과학철학에서 검출 가능성은 과학의 본성에 관한 실재론적 . Giere

해석을 위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 

는 이러한 상호작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확률적 합리성에 따른 이론  Giere , 

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과학 발전의 양상에 하여 이야기한다 아. 

래 인용문을 살펴보자.

양성자는 가장 이론적인 입자 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것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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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성에 하여 정말로 궁금증을 가져왔다 이제 양성자는 . 

길들고 장비에 귀속되어 쿼크나 글루온 같은 다른 입자나 

핵의 각 모형 같은 구조를 탐구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 ) . 殼

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내일은 연구 도구로서 체현

된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거부할 수 없는(embodied) . , 

그리고 단히 중요한 종류의 진보이다. 

(Giere, 1988, p. 140) 

는 이론적 존재자가 도구 속으로 체현 되어 사용될 때 그  Giere (embodied) , 

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이론적 존재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때 전혀 다

른 차원의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보는 새로운 이. 

론의 등장으로서가 아닌 기존 이론에 한 확고한 실재론적 믿음을 갖게 , 

되는 그러한 진보이다 또한 이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확. 

장에 해당한다 는 이를 기술 라 부른다. Giere (technology) .12)

12) 기술에 한 의 관점은 현상학자 의 기술철학과 거의 같다고 생각 Giere Don Ihde(1979)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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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언어의 화용론5. 

 

지금까지 살펴본 의 견해에 따르면 진술들과 모형 사이에는 순환적  Giere , 

인 관계가 있다 우선 모형은 진술들에 의하여 정의되거나 특성화된다 즉. . , 

모형은 진술들을 완벽히 만족시키고 진술들이 완벽히 참이 되도록 하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말하면 경험 불가능한 것들을 . , 

말하고 있는 과학적 진술들의 진리 조건은 모형에 의해서 주어진다 즉 의. , 

미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형이 과학적 진술에 한 의미론, ' (semantics)'

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과학적 진술들에 의해서 진술되고 있는 상은 단지   

추상적 실체인 모형일 뿐이다 과학의 진술들은 모형에 해서 만 말하고 . , ‘ ’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학의 진술들은 모형을 정의하거나 특성화 하는 . 

것 이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항상 과학의 언어들로 자연? 

에 하여 화하고 있지 않은가?

과학적 진술의 의미론이 추상적 상인 모형에 의하여 주어진다 하여도  , 

그것이 곧 과학적인 언어들이 자연에 한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 활동 내에

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화 사례를 . , 

살펴보자.

성원 왜 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지: ?

재호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그렇겠지: .

미래 얘들아 스위치가 열려있어: , !

물리학을 배운 사람 중 특별히 철학적인 관심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해  

도 전류 라는 이름이 어떤 추상적인 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것은 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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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을 것이다 물리학에서 전류는 전기 현상의 실체로 여겨지는 전자. , 

의 움직임의 반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일종의 추상적+

인 흐름이다.

이 화를 의 관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Giere .

성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형과 이 회로는 전구에 불이 : 

온다는 측면에서 유사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전구는 불이 오지 않는다.

재호 전류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

미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스위치라는 상이 열려 있: 

다.

의 관점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진술은 문자 그 로 보자면  Giere , , ‘ ’ 

전류의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사태가 없다는 것만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 

어떤 실제 세계 속의 사태에 한 기술이 아니다 재호는 실제 회로에 하. 

여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유니콘은 뿔이 달렸다 라고 . , “ .”

발화했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재호의 발화는 미래로 하여금 실제 회로의 특정 부분들을 살펴보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새로운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 

능한 이유는 성원이 전류의 흐름이 존재하는 추상적 모형을 통해 전구에 불

이 들어올 것이라는 경험적 예측을 산출하고 그러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 

보고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재호의 발화는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성원이 떠올린 모형과 실제 회로 사이의 유사성에서의 불일, 

치를 지적하고 새로운 모형의 제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즉 순수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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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용어들도 실제 발화의 맥락에서는 순수하게 이론적인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는 과학의 언어에 한 논의는 의미론으로 충분하지   Giere

않으며 화용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구문론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지시체(syntax) , 

와 진리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 의미(reference) (truth)

론 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과학적 (semantics) . , 

실재론을 다루는 많은 논쟁은 이론적 용어의 지시체와 이

론적 가설의 진리라는 용어 안에서 수행되었다 화용론. 

은 그 이외의 남겨진 포괄적인 부분들을 포함(pragmatics)

하는 역이지만 거의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 .

(Giere, 2004)

최근까지의 저작들을 살펴볼 때 는 과학적 언어의 화용론을 충분히   , Giere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 틀을 제시한다. (Giere, 2004)

는 목적 를 위하여 를 사용하여 를 표상한다S P X W .

(S uses X to represent W for purpose P)

이것은 과학의 언어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맥락에 한 표현이다 여기서   . 

는 표상의 주체인 인간이며 는 과학 이론 는 세계 는 목적을 나타S , X , W , P

낸다 즉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세계를 표상하며 그러한 목적. , , 

을 위하여 과학 이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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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 언어의 화용론적 맥락에 관한 정식화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  , 

만 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는 거 한 맥락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 , Giere

것으로 보인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문화의 역사와 그 이외의 것들

을 통해 그 문화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 

서 그것의 수준 을 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한 이 (level) , 

모든 것은 화용론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Giere, 2004)

이러한 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즉 과학의   Giere , , 

진술들이 의미하는 바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모형에 의하여 주어지는 의미

론적 의미 혹은 문자 그 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선다 모형을 사, . 

용하여 세계를 표상하는 탐구의 맥락 그러한 모형들이 필요하게 된 역사와 , 

문화 속에 들어갈 때만 파악되는 그런 종류의 의미 화용론적 의미 를 – –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 언어의 습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어를 . 

배우고 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말로 된 번역 목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특정 과학 이론을 제 로 배운다는 것은 그것이 관계된 역사와 문화를 포함

한 다양한 맥락을 잘 파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간결함이나 . , 

칭성처럼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이해한다

든지 특정 이론이 나오게 된 과학사적인 논쟁을 이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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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의 과학론에 대한 과학교육적 해석4 Giere

장의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우리는 언제나 일종의 교육 이론을 가지고   1

있으며 그러한 교육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함 이라는 규범적 귀결, “~ ”

을 산출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함을 논했다 그리고 이 규범성은 가치 판단. 

에 의존하여 발생한다 과학교육의 관점에서 의 견해를 바라본다는 것. Giere

은 교육 이론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 비추어 그의 견해를 

해석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식론으로부터 교육 이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의 견해가 과학의 가치에 관하여 어. Giere

떠한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 판단이 과학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 

이끌어가는지 논의될 것이다.

의 과학론과 과학의 가치1. Giere

진리와 실재론(1) 

는 교육 심리학자로서 걸어온 긴 탐구의 여정을 바탕으로  Gardner(2011) , 

우리가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 , 

깨운다 연구자는 진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라는 주장에 전적. 

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특별한 방어 논변이 요구.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진리라는 가치에 한 추구의 한 형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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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에서 진리는 실재와 명제 사이의 일치나 응을 의

미하고 이러한 방식의 진리에 한 추구는 실재에 응되는 명제들을 학생, 

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 삼부 분석에서 세 가지 조건은 모. 

두 각각의 가치를 갖지만 궁극적으로 나머지 가치들을 견인하는 것은 진리, 

이다 믿음과 정당화는 모두 진리를 향한 믿음과 정당화일 때에만 가치가 . 

있다 오직 진리에 한 조건만이 여타 조건의 성립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 

가치를 갖는다.

의미론적 견해를 지닌 철학자에 속하는 는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  Giere

에 전제된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따르면 방정식처럼 언. Giere , 

어적인 것의 진리는 그에 응되는 모형에 한 진리이다 그러한 진리는 . 

모형의 특성화 이거나 모형의 정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떠한 인. 

식적 의의가 없다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iere .

적절히 해석된 방정식들과 그에 응되는 모형 간의 관계

는 특성화이거나 정의이다 우리가 여기서 진리 를 말하는 . “ ”

것은 적합하다 해석된 방정식은 그에 응되는 모형에 . 

하여 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리란 인식적 의의. 

가 없다 모형들이 방정식들을 (epistemological significance) . 

정확히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방정식

들은 모형들을 참되게 기술한다.

(Giere, 1988, p. 79)

  

그렇다면 의 견해는 과학이 진리라는 가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  Giere ,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까 여기에서 와 같이 의미론적 관점을 가진 ? Giere

철학자로 분류되는 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van Fraassen(1980)



- 65 -

이다 은 실재성의 기준을 도구나 기술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 van Fraassen

은 맨몸의 관찰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이론적 존재자들이 원칙적으(

로 맨몸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학의 모형은 단지 경험적 적합성만을 ) 

지닌다고 주장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적합한(empirically adequate) 

이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어떤 이론을 수용.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 적합(acceptance) , 

하다는 믿음만을 포함한다 이것이 내가 지지하는 반실재론. 

적 입장이다 나는 그것을 구성적 경험론이라 부르고자 한. 

다.

(van Fraassen, 1980, p. 12)

두 철학자 모두 응으로서의 진리 개념은 단지 과학적 진술과 모형 사  , 

이의 관계에 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갖는다 그러나 두 . 

사람은 관찰 가능과 탐지 가능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학, 

의 이론적 존재자들과 인식적 관계를 맺는 상을 다르게 본다 앞서 살펴 . 

본 것처럼 의 관점에서 추상적 존재자인 모형과 유사성 관계에 있는 Giere

것은 실재 이다 정확히 말해서 실재의 탐지 가능한 부분들이 모형과 닮‘ ’ . , 

아있다 이에 반해 은 모형이 경험 과 동형 관계. , van Fraassen ‘ ’ (isomorphic) 

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실재의 경험 가능한 부분들이 모형. , 

과 닮았다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van Fraassen .

 

실험과 측정의 보고 속에서 기술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외형 이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외형이 모형의 (appea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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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하부 구조 와 동형(empirical substructure)

이 되는 그러한 모형을 이론이 포함하고 있을 (isomorphic)

때 이론은 경험적으로 적합하다, .

(van Frassen, 1980, p. 64)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관점에 부여하는 명칭에서도 잘 드  

러난다 은 자신의 관점을 구성적 경험론. van Fraassen (Constructive 

이라 부르고 는 이 제시한 구성적 경험론Empiricism) , Giere van Fraassen– 

이라는 명칭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구성적 실재론(Constructive – 

이라고 부른다Realism) . 

두 철학자의 견해를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에서의 진리 관점과 비교해  

보자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이 전제하는 응으로서의 진리 관점은 언어. 

적 상과 실재와의 응 관계를 진리라고 본다 와 은. Giere van Fraassen , 

인식적 의의를 논할 상이 과학적인 진술들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전제1) 

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형이 어떤 상과 맺는 관계가 언어적 2) - 

상에 부여되는 속성인 응이 아니라 유사성이나 동형성이라고 보고 있- 

다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에서의 진리가. 

언어적 상 과학은 언어적 존재자이다 과 a. ( )

실재 과학이 향하고 있는 곳 과학자가 인식하는 상은 b. ( , 

실재이다 의 )

응 관계 앞선 두 존재자의 관계는 응이다c. ( )

라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은 모두를 포, van Fraassen a, b, c 

기하지만 는 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iere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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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외형상 의 견해가 진리의 자리를 과학이론에서 몰아내는   Giere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진리에 한 응론적 관점 그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는 를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진리 라. Giere a, b, c ‘ ’

는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러한 학문적 전통에 속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 . 

바와 같이 는 적어도 우리의 인식이 실재를 향한다는 바로 그 구조만, Giere

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응으로서의 진리라는 분. , 

석철학 전통의 진리관을 포기하는 것은 진리라는 가치를 포기해야 함을 의

미하지 않는다. 

앞서 의 유사성 개념을 응적 진리와 비교하여 살펴본 바 있다 상  Giere . 

식적인 실재론이 응적 진리라는 개념으로 표될 수 있는 것처럼 구성적 , 

실재론이라는 의 묘한 입장은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표될 수 있다Giere . 

어떤 상과 상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적이다 그. 

리고 인식적 의의가 있는 유사성을 한정하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도하고 원하는 로 모형을 구성하고 유사성의 측면을 결

정하며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은 구성적 활, . 

동이다.

그러나 는 명제가 응이나 일치라는 사태의 만족 즉 진리 사태의   Giere (

만족 으로부터 인식적 의의를 획득하는 것과 같이 모형이 세계와 유사함이)

라는 사태의 만족이 모형으로 하여금 인식적 의의를 획득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유사함이라는 사태의 만족은 비록 그 유사함의 측면이 인간에 의하. – 

여 결정된다하더라도 실재가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 

사태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은 맨몸의 관찰 가능성을 실재성의 기  , van Fraassen

준으로 삼고 는 과학적 탐지를 실재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관찰 가능, Giere . 

성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태생적으로 부여된 한계로서 우리가 인간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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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치 않는 기준이다 그에 비해 탐지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변하. 

는 기준이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더 . 

넓어진다 우리는 유사성이 실재 에 한 유사성일 수 있도록 구성적 경험. ‘ ’ , 

론이 아닌 구성적 실재론이 주장되기 위하여 도입된 이 기준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근원에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 , 

측면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동반되어 있다 의 관점에서 볼 때. Giere , 

과학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재의 내면을 파고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파고

들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를 돌이켜보자 우리. . 

는 물은 물이다 같은 불변의 분석적이고 공허한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 .”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라는 실재의 인식적 연결 고리로서의 진리가 소. 

중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치 .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과학의 이론적 개념들은 상상력을 통해 가정된 것들. 

이지만 탐지 가능하다면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한, . 

편으로는 구성주의적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 

소중하게 여겨온 진리라는 가치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유사성의 확률적 검증 과정(2) 

상식적 지식추구 이론에서 탐구를 통한 정당화의 과정은 그것이 진리를   

향해가는 여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 내에서 인간. 

은 있는 그 로의 자연을 관찰할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의 과학철학은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Giere

하지 않는다 의 관점에서 과학하는 인간이란 자연을 직접 볼 수 없기 . Giere , 

때문에 나름의 틀로 상상하고 가정하여 구성해낸 도구를 사용하여 실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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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측면을 표상하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 따르면 확률적인 합리성을 통해 유사성을   , Giere

획득하는 데 실패한 모형들을 걸러 내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모형

들을 남겨놓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형들을 기반으로 자연에 의도한 상. 

호작용을 일으키고 이론적 상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할 때 인식론적으로 , 

관찰한 것만큼의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지식에서 정당화 조건의 성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실재를 닮아 있는 모형들을 갖는 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은 진리라는 근본 가치를 지향하는 . 

과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문화로서의 과학(3) 

 

이제 유사성 개념의 구성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의 관  . Giere

점에서 볼 때 특정한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모형의 특정 부분을 실재, 

와 유사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유사성 개념은 모형. 

과 실재의 양자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측면을 특정한 정

도로 닮았음을 결정하는 인간의 의도적 결정 아래에서만 인식적 의의를 갖

는다 연구자는 가 그의 년 논문에서 과학을 문화 라 언급. Giere 2004 (culture)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도적 결정이 실제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특정 과학 

이론 자체의 고유한 방식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태는 새로운 방식  

의 유사성에 한 결정과 이에 따른 새로운 모형의 구성을 동반할 것이다. 

과학의 모형들은 그러한 모형들을 결정해주는 다양한 원리 신념 수학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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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의 총체이다 과학자나 과학자 집단은 실재의 모습을 상상하고 원리. , 

신념 수학적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전에 없던 모형을 구성해 , 

낸다 이 새로운 모형에는 독창성과 인간으로서의 상상력이 그 로 반 되. 

어 있다 의 입장에서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재의 새로운 측. Giere

면에 한 이해의 발생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양

식의 창조이기도 하다 이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 과학이 . Leon Cooper

발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Cooper, 2014)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뉴턴 역학은 힘과 운동  . 

의 관계라는 인과의 원리로 세계의 상들에 한 모형을 구성하는 이론이

다 라그랑주 역학은 최소 작용이라는 경제성의 원리로 세계의 상들에 . 

한 모형을 구성하는 이론이다 이 둘은 같은 모형들을 구성할 수 있지만. , 

전혀 다른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의 입장을 따르자면 이 두 체계의 서. Giere , 

로 다른 원리들을 경험적 진술로 간주하거나 실재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세계의 상을 지시 하거나 경험적 적합성을 평가. (designate)

받고 실재와 비교되는 상은 비언어적 존재자인 모형 특히 힘 함수나 라, 

그랑지안이 주어져서 완전하게 구체화한 모형이다 두 이론 체계를 결정적. 

으로 특징짓는 원리들이 달라도 자연과 비되는 구체적 모형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각각의 원리가 실재와는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문화 . 

요소로 여겨져야 하는가 는 원리들을 단순 우연적 문화요소로 치부하? Giere

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의 관점에서 원리들이 세계에 한 기술일 . Giere

수 없다고 주장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모형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 

형태로 경험이나 실재와 맞닿을 수 없다는 점에서만 그러하다 요컨 문. , 

자 그 로의 진리 나 언어와 지시체의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는 의미론적‘ ’

차원에서만 그러하다 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화용(semantic) . Giere(2004) , 

론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실재의 탐구라는 맥락 (prag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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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사용되는 진술들로 볼 수 있다 즉 실재의 탐구라는 맥락을 고려한. , 

다면 힘과 운동의 인과적 원리나 경제성의 원리는 실재의 탐구라는 목표를 , 

성공적으로 달성한 두 문화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방식이며 실재를 드러내는 

그릇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 양식의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 

는 실재의 강제를 받지 않지만 그러한 양식이 문화의 목적에 부합함 실재, (

를 이해 가능하게 함 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진리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

있다.

모형은 실재를 표상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이것이 모형이 창조된 궁극  . 

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모형의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실재의 모습을 얼마. , 

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담아내느냐 로 구성된다 상상력을 동원한 창조가 ‘ ’ ‘ ’ .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제멋 로의 것이라면 이것은 아, 

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모형의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문화 내부적으로 . , 

고갈되는 그런 상 주의적 종류의 가치가 아니다 모형의 문화적 가치는 자. 

연에 한 적합한 표상 제공이라는 공유된 목적 바로 그 목적 자체가 진리(

라는 가치의 추구이다 아래에서 발휘되는 독창성이다 고유성과 독창성을 ) . 

갖는 하나의 문화로서 각각의 이론들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의 가치를 지닌다 새로운 과학 이론이 새로운 이해를 낳는 것 즉 진리라. , 

는 가치를 성취하는 것은 그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문화적 양식을 취한 , 

덕분 에 가능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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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론과 과학교육의 목표2. Giere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학생들이 참된 과학  1 , 

의 명제를 탐구의 과정을 통해 믿게 한다는 것 즉 학생의 앎을 목적으로 , 

산출한다 이제 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과학의 가치 이해가 어떤 과학. Giere

교육의 목표를 산출하는지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 ‘ ’ 

살펴보자.

교육 내용의 선택(1) 

에 따르면 과학 이론의 핵심 요소는 모형이며 이 모형은 실재와 유  Giere , 

사성의 관계에 있다 유사성은 실재 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진리의 . ‘ ’

가치를 담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이 진리라는 가치를 추. 

구하고자 한다면 실재를 닮아 있는 모형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과학 이론들, 

을 과학교육의 상으로 삼아야 한다.

장에서 언급했던 교육과정의 문제 우리는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1 , 

문제를 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뉴턴 역학과 특수 상 성 이론은 교Giere . 

육과정에 공존할 수 있는가 의 견해를 따르자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 Giere , 

제가 없다 뉴턴 역학과 특수 상 성 이론은 자연을 닮아 있는 모형의 체계. 

이기 때문이다 이들 각각은 탐지 가능한 상들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을. , ‘ ’ 

닮은 모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 .

물론 뉴턴 역학과 특수 상 성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모형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동시에 참이 될 것을 기 할 수 없다 그, . 

러나 이때의 참 개념은 두 이론의 가치를 드러내는 지표가 아니다 연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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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견해가 뉴턴 역학과 특수 상 성 이론에 하여 일종의 실재론Giere

적 관점을 통해 진리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뉴턴 역학과 특수 상. 

론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 의 문제는 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심각‘ ’ , Giere

한 것이 아니다 모순 관계의 이론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 자. ‘ ’ , 

체가 모순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폐기되지 않고 현존하는 수많은 과학이론은 각기 나름 로 실재에 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다 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모두는 과. Giere , 

학과 교육과정에 도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 

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구성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 

격 요건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교육과정 . 

상에 주어진 시간 및 자원 등 다양한 실질적 조건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조건들이 고려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현존하는 수많, 

은 과학이론은 동등한 자격으로 교육과정 선정의 고려 상이 되어야만 한

다.

유사성 확인과 표상작용의 성립(2) 

지식 추구 이론에서는 과학교육을 통해 달성되는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명  

제에 한 학생의 믿음 이라는 개념을 할당한다 의 견해를 따르자면‘ ’ . Giere , 

모형은 명제가 아니므로 믿음 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신 , ‘ ’ . Giere

의 철학은 표상하기 라는 개념을 할당한다 표상하기 란 모형과 실세계의 ‘ ’ . ‘ ’

유사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모형을 통해 실세계를 측면을 의미화 하는 

작용이다 이때 유사성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에 관한 표상 . 

주체의 결정 아래에서만 인식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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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모형이 세계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유사하도록 만들어진 것

인지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세계를 표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성의 수용은 모형이 본래 만들어진 의도와 목적에 한 이해와 더불  

어 그러한 유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는 이러한 유사성 확인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Giere . 

확률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유사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방식이고 두 번‘ ’ , 

째는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 관찰에 준하는 인식론적 지위를 갖는 것‘ ’ 

으로서 이론적 상에 한 생산 조작 사용과 같은 과학적 탐지의 방식이/ /

다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 과학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다 이때 정당. . , 

화는 해당 명제가 기술하고 있는바 실재에서 벌어지는 사태나 상에 한 

확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과학에 의하여 기술되고 있는 실재 . 

사태에 한 경험이면서 또한 사태와 명제 사이의 일치에 관한 확인이기에 ,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 

다 마찬가지로 모형과 실재의 유사성이 진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 , 

때 그 유사성의 확인 과정은 진리를 향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 

것이다 이것은 지식에서 정당화 조건이 가치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 

무턱 고 모형이 실재와 유사한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모형이 실재와 유사

하다고 믿는 좋은 근거들을 갖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 

들에게 상술한 가지 방식의 유사성 확인 절차를 제공해야만 한다2 .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처럼 현상을 관찰하게 하거나   

측정하게 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우선 첫 번. 

째 확률적 합리성의 정당화 과정을 살펴보자 의 관점에서 볼 때 단, . Giere , 

순히 자료들에 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즉 이미 모형을 구성하는데 사, 

용된 자료들에 한 예측의 성공 예측이랄 수도 없다 은 결코 유사성- - 

에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특정 모형이 구성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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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또한 그 모형이 실세계와 유사하지 않다면 거의 획득될 가능성이 없, 

는 여타의 경쟁적 안들이 실세계와 유사하다면 획득될 가능성이 없는 자( ) 

료에 한 예측의 성공만이 유사성을 확률적으로나마 인정할만한 근거가 ( )

된다.

이러한 방식의 예측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이론을 제시한 과  

학자가 어떤 자료에 근거 하고 있었으며 어떤 가능한 안적 관점들이 있었

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의 관점에서 확률적 정당화라. , Giere

는 것은 이론과 실재의 양자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지식. 

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지식에 응되는 사태의 확인을 통해서 정당, 

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과 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언제나 과거의 이론을 다루어야 하는 과학교육의 장에서 학생들  , 

로 하여금 모형의 유사성을 받아들일 만 한 좋은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 해당 모형에 어떠한 경쟁 모형들이 있었으며 어떠한 실험들을 통해 해, 

당 모형이 더 높은 확률의 정당화가 가능했는지에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

다 즉 특정 모형이나 이론의 성공에 관한 과학적 역사 즉 과학사의 제공. , , 

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학사는 이론 간의 논쟁적 역사를 다룬 과학사를 의. 

미하는 것이지 과학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결혼했는지와 같은 인류 역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 Leon 

Cooper(1992)13)는 수많은 과학사적 논쟁을 다루는 방식으로 기술된 물리 ‘

교과서 를 집필한 바 있다’ .

유사성 확인의 두 번째 방식을 살펴보자 는 실험실의 과학자들을   . Giere

관찰했고 과학자들은 그들이 이론적 상을 생산하고 조작하고 사용하고 ,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가 보기에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실험들은 그들이 . Giere

정말로 생산하고 조작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13) 그는 와 전반적으로 단히 유사한 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i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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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었다 즉 는 과학에서 실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정한 경험. , Giere

들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상을 생산하고 조. 

작하고 사용하는 경험들 즉 그러한 이론적 상을 탐지 하는 경험들은 관, ‘ ’ ‘

찰 하는 경험만큼 인식론적 의의가 있다 이 경험은 두 가지 종류의 진리와 ’ . 

관계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형이 실재를 닮았음을 확신시키는 . , , ‘ ’ 

경험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진리 경험이다 여기서 진리는 모형과 실재 사이. 

에서 성립되는 진리이다 둘째 모형이 실재와 이런 저런 점에서 유사하다. , ‘ ’

라는 주장 가설 이 개연적으로가 아닌 확실한 참 이때 참은 응적 의미( ) , , – 

에서 그러한 유사성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참이다 임을 보장, – 

하는 경험이다 의 관점에서 볼 때 실험 경험 중 특정한 경험은 진리. Giere , 

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이것은 단지 철학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경험의 종류가 아니다 과학자들   . 

자신도 자신들의 경험을 판단 할 수 있다 리컨은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 

정말로 전자가 뛰어 오르고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었다 라고 말“ .”

했다 이때 실제로 보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느낌이나 기. (Holton, 1978) , 

분으로 환원되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리컨은 기름방울이라는 관찰 . 

가능한 상을 분무하여 극소량의 전자만이 그 기름방울에 올라탈 수 있도

록 한 일종의 전자 탐지 장치를 만들었다 기름방울별로 전자를 한 알씩 완. 

벽하게 조절하여 태울 수는 없지만 각각의 기름방울을 분간하여 관찰할 수 ,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방울의 속도를 통해 전자 몇 알이 올라타고 있는지 , 

충분히 식별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때 전자 한 알이 특정 기름방울 위. 

로 올라타고 그 기름방울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순간은 리컨이 의도한 상

호작용의 성립에 해당한다 즉 이것은 전자의 탐지 다. , ‘ ’ .

탐지의 경험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만든 이론의 가치를 격상시  , 

킬 수 있는 단지 실재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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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실재를 지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 

마련되므로 경험이다 탐지 는 실재에 한 관찰만큼이나 확고한 종류의 . ‘ ’– 

경험이며 그들이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인 한 최고로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실재를 탐지하  . 

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에 따르면. Giere , 

관찰 이라는 신화는 사라져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에 버금가는 탐지‘ ’ , ‘ ’ 

라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14)

문화적 가치의 추구(3) 

앞서 연구자는 의 관점은 과학 이론이 실재의 측면을 담아내는 고유  Giere

의 양식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논하 다. 

과학 이론 고유의 양식은 실재의 측면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진리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양식의 구성이라는 측면은 실재에 강제 받, 

지 않는 인간 나름의 창조적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문화라는 속성을 

부여될 수 있다.

본인이 과학을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Giere , 

나 같은 학자들이 과학이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Fischer(2001) Crease(2003)

적 산물의 본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특. 

14) 문제는 학교 과학에서 원자 전자와 같이 간단히 탐지될 수 없는 존재자들에 한 탐지  ,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는 입자 가속기를 . Giere(1988)

탐지의 예시로 사용했으며 와 유사한 방식의 실재론을 전개한 의 경우 , Giere Hacking(1983)

전자총이라는 고도로 세련된 기구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 쉽게 도입될 . 

수 있는 사례들이 아니다 의 견해를 과학교육적으로 진지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이러. Giere , 

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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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인슈타인은 화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가 하는 일이 단지 방식의 차이, , , 

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말한다. 

사람은 그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세계에 

한 단순화 되고 지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한다 다음으. 

로 사람은 경험의 세계를 자신이 그린 우주의 그림으로 

체하려고 시도하며 그리하여 경험의 세계를 극복한다 이, . 

것이 바로 화가와 시인 사변적인 철학자 자연과학자가 그, , 

들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Einstein, 1954, p. 255)

의 과학철학은 예술 문학 등과 과학 사이의 여러 가지 본질적 차이  Giere , 

에도 불구하고 상기 학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다 소설이나 예술작품 같은 문화적 산물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상이 . – 

체로 자연이라는 실재의 작동 방식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과학과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의 양식 속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 진리의 가치를 지니고 – 

있음에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문화적 산물들이 고유의 방. 

식 속에서 인간의 일면이나 상의 아름다움과 같은 측면들을 드러내는 진

리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들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회화를 감상하면서 인간의 내면. 

이나 삶에 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문화적 성격을 갖는 기존의 교과들이 문화적 가치를 실현  

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악이나 미술 문학 같은 교과들은 학생. , 

들이 특정 양식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양식 속에

서 완성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상 실재의 측면들을 이해하는 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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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그러한 양식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안내하고 특정 , 

양식과 여타의 양식과의 차이를 논하는 등의 메타적 접근을 통해 실재에 

한 이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문화로서의 독창성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추구한다.

의 과학철학은 문화적 성격을 지닌 여타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Giere , 

들이 모형을 통해 실재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표상하고 의미화함과 동시에 

모형이 고유의 독특한 양식 안에서 실재의 한 측면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구성 양식이 갖는 고유함의 가치를 깊이 음미할 수 있도

록 안내해야 한다는 규범적 지침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교육 역시 . 

각 이론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학생들이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을 

창출한 과학자의 신념이나 배경 과학적 논쟁 등 이론 발생의 역사들을 안, 

내하여 진리를 담는 고유한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교

육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여기서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부  

분이 있다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 과학자는 지식을 가진 자 로서 과학 . ‘ ’

이론이라는 참된 명제 체계를 관찰 발견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믿게 된 /

자로 규정된다 지식 자체가 진리에 의하여 가치를 부여받는 개념이므로. ‘ ’ , 

과학교육은 학생들을 과학자들처럼 지식을 가진 자 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 ’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즉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 과학교육은 학생들을 . , 

작은 과학자로 키우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학. , 

생들은 단지 뉴턴의 역학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이해 가능하

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뉴턴의 역학 체계에 숙달되기, 

를 요구받아 왔다.

예를 들어 와 같이 뉴턴 역학 체계의 핵심을 차지하는 진술의 경우  , F=ma

를 생각해보자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는 라는 진술 그 자체가 진. F=ma



- 80 -

리 즉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의 지위를 갖는다 학생들은 와 , . F m, 

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아야 하고 또한 는 모든 a , F=ma

상황 속에서 성립하는 참된 진술이기 때문에 마치 과학자들처럼 다양한 상

황들을 라는 참된 법칙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F=ma . 

이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학생의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과학교육은 라는 법칙 진술을 제 로 이해시킨다는 명분하F=ma

에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연습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문화로서의 교과를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학생들을 그러한 문화   

속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 속에 라는 ‘ ’ . ‘ ’

것은 그러한 문화의 양식이나 방식에 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 ‘ ’ 

양식과 방식을 학생들 본인이 내면화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을 의

미한다 미술이나 문학을 교육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특정 화풍을 익혀. , 

야만 한다거나 문학작품의 서술상의 장점들을 체득하고 실현하기를 요구하, 

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양식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상 실재의 측면들로. 

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 

재의 측면들이 양식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양식을 어느 정도 이, 

해함을 통해 실재의 측면들을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양식의 그 자체에 , 

숙달되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실재라는 가치의 견인을 받아 교육의 목

표로 설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일종의 직업 훈련의 . 

역으로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힘든 것이다, .

마찬가지로 의 관점에서 과학의 산물들이 구성된 방식은 당시 과학  , Giere

자들 나름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창조적 능력의 결과이지 결코 실재의 강제, 

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성립되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시적 물체. 

의 운동 방식은 뉴턴 역학으로도 포착될 수 있고 라그랑주 역학으로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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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수 상 론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문화로서의 과학 , . 

모형은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양식을 갖는 , 

것이 아니다 독창적인 양식은 어디까지나 실재를 향한 인식의 과정과 함께 . 

할 때만 진리를 향하는 가치를 갖는다 와 같이 뉴턴 역학 체계의 핵. F=ma

심을 차지하는 진술의 경우 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실재를 표상하는데 Giere

사용되는 모형을 구성되고 이 모형을 통해 실재의 어떤 측면이 이해의 틀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진리의 

가치를 갖는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점묘화의 기법 그 자체 같은 것이. , 

다 학생들이 단순 조화 진동자와 같은 뉴턴 역학의 표적인 모형들을 통. 

해 실재의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과학교육의 주요한 목표는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이 만들어낸 작은 과학자 만들기 라는 목  ‘ ’

표는 심지어 모형 기반의 과학교육 이론의 속에서도 발견된다 본인. Giere 

이 저자로 참여한 모형 기반 관점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모형 제작자

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modeller)

측면을 잘 보여준다 와 연구자가 보기에 . (Passmore, Gouvea Giere, 2014) 

이는 과학철학에 한 과학교육적 해석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Giere 

다 다시 강조 하지만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서 간주하는 의 과학철학. , Giere

은 창조적인 모형의 구성 기법이나 그런 기법 자체의 숙달에 진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서 과학 이론의 도출과 자연에 한 이해가 관  

찰 발견 이라는 개념 속에 한데 묶여 있었고 과학자와 학생 사이의 본질적 / , 

차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 철학은 상상력을 동반한 모형의 . Giere

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 이론의 생성과 이를 통한 자연의 이해를 명확

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물론 과학이 우리 삶에 주고 있는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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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를 고려하거나 과학이라는 학문 역의 지속을 고려한다면 학생 중 , 

과학자가 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은 과학이라는 학문의 내적인 가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언어의 의미 전달(4)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론은 과학을 명제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이고   

명제란 곧 문장의 의미이므로 과학을 알게 된다는 목표는 필연적으로 의미 , 

파악을 동반하는 과정이어야 했다 이는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언어의 의미. 

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 과학철학은 상식적인 지식 추구 이. Giere

론과는 다르게 과학 이론이 단순히 명제 집합이 아닌 모형과 가설로 이루어

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과학교육의 , Giere

목표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진술이나 과학적 언어의 의미 전달이 배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언어로 되어 . 

있다는 점과 학생들이 과학을 배운다 는 개념이 학생들이 과학의 언어의 ‘ ’ ‘

의미를 파악한다 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은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이해’

방식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사실로 보인다.

의 관점에서 과학적 언어의 의미는 크게 두 역으로 나누어 해명되  Giere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미론적 의미이다 이는 과학. (semantic) . 

적 진술들의 진리 조건과 관련되며 문자 그 로의 의미이며 모형들에 의, , 

해서 해명되고 있는 혹은 모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 . 

화용론적 역의 의미이다 이는 모형을 활용한 표상의 과정이(pragmatic) . 

나 과학 이론이 등장하게 된 과학사 등 과학적 언어가 발화되고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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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많은 요소가 관련되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는 과. , Giere

학사에 관한 이해 등을 통해 문화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과학적 언어의 습득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과학적 언어의 의미 파악과 관련하여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이   

가진 난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과학적 언어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 

때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에 따르면 이론이 의미하는바 그 자체를 경험시, 

킴으로써 이 어려움은 간단히 해소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 

의 해결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 지식 추구 이론이 가진 문제점이

었다 과 과학철학에서 두 수준의 의미 모두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즉. Giere

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 지식 추구 이, 

론이 함축하는 것처럼 이론이 의미하는바 그 자체를 경험함으로써 의미 파

악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의미론적 의미는 그 의미 자. 

체만 놓고 볼 때 모형이라는 추상적 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 

경험과 무관한 일종의 만들어진 의미이며 화용론적 의미는 과학 활동의 맥, 

락 전체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견해는 앞서 . Giere

과 이 학생들에게 있어 과학의 추상적 용어들은 Wellington Osborne(2001)

믿을 수 없는 동화 속의 단어처럼 의미를 획득하거나 긴 시간과 연습을 통

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도 잘 들어

맞는다.

연구자는 과 이 마치 믿을 수 없는 동화 속 단  Wellington Osborne(2001)

어처럼 의미를 획득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의 관점에서 의미론적 의미, Giere

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 , Wellington Osbrone

의 표현이 가진 어감만큼 단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의 관점에서 . Giere

볼 때 과학적 언어의 의미론적 의미는 상상력의 산물인 모형 그 자체의 인

식과 관련되어 있다 의 관점에서 원리적 진술들과 모형이 순환적 정. Giere



- 84 -

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지만 과학적 언어의 의, 

미를 아는 사람은 그 의미에 따라 그 의미를 만족시키는 모형을 산출하거나 

그 의미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보여준 모형이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지를 파

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학을 배움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론적 의미를 파악. 

한다는 것은 체로 추상적인 모형들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우리가 종종 . 

표적인 예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원리나 법칙을 제 로 이해하게 된 것 같

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이와 관련된다.

그런데 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론적 의미의 파악은 과학을 배움에   Giere ,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단계의 배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는 가 화용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iere . 

는 과학적 언어의 의미에 관한 완전한 해명은 모형을 사용하는 탐구Giere , 

의 맥락을 포함한 과학이라는 문화의 많은 요소를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달

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에 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 

과학적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수 상 론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특수 상 론의 로렌츠 변환 식 속의   . 

광속 는 아무런 맥락 없이 쓰여 있을 때 단지 변치 않는 수 일 뿐이다c , . 

마치 만유인력 상수 와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 . 

특수 상 론의 등장 배경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상 성 , '

원리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신념과 관련되는 상수이며 그에 따라 전자기학' , 

의 법칙들이 모든 관성계에서 일관된 법칙이 되기 위한 상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특수 상 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구조라는 . , 

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긴 노력의 과정에서 마흐의 물리철학에 많은 향을 

받으며 제시되었으며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한 다양한 여타의 모형들과의 , 

논쟁적 관계 속에서 수용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광속 는 공간과 시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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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에 한 철학적 논쟁에 한 함축을 가지며 매질 없이 나아가는 전, 

자기파를 의미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요컨 의 견해는 과학적 언어의 의미 파악에도 어떤 정도와 수준  , Giere

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과학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음미와도 . 

깊은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하나의 과학 이론이 속해 있는 문화를 잘 이해. 

하고 음미함으로써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언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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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과학교육 현장에 대한 제안5

지금까지 의 모형 기반 관점과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과학교육의 목  Giere

표들을 설정하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다시 과학교육 현장으. 5 , 

로 돌아가서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하여 과학교육 현장에 요구되고 있, 

는 변화들을 살펴보겠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할 수 . 

있고 따라서 교육 방법론이나 현장에 요구되는 변화에 한 논의는 광범위,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요구 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자가 과학교육 실천가. 

로서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모형과 실재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1.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1)    

연구자는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1 R & E(Research & 

라 불리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본래 그 활Education) . , 

동이 생긴 이유는 학생들이 학의 실험 연구에 참여하여 과학자가 지녀야 

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체로 는 실제 과학 연구자들. R & E

이 하는 연구보다 가볍고 작은 주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것을 스스로 탐구

하게 하는 형식을 취한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 중 하. 

나는 과학의 본성과 과학의 역사 등을 탐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것이 실험을 통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뉴턴 제 법칙 ) ‘ 1

증명하기 라는 주제를 주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뉴턴 제 법칙을 증명하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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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애쓰는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했다.

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리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이 있거나 소속 학교   R&E

내에서 뛰어난 물리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뉴턴 제 법칙의 , 1

내용 자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뉴턴 제 법칙을 증명하라는 주제가 던. 1

져지자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한 것처럼 보 다 학 연구실에 와서 물리, . 

를 연구하기로 했으니 단히 거창한 실험 같은 것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 

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 

을 쏟아 냈다 그들은 체로 어떻게 하면 힘의 합력을 으로 만들 수 있을. 0

지 어떻게 하면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관찰할 , 

수 있을지 등등 뉴턴 제 법칙이 말하고 있는 그 로의 사태를 관찰할 수 1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긴 토론을 이어갔다 물론 전혀 힘을 받지 않. , 

고 원히 가는 물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 

당황했다.

아래는 뉴턴 제 법칙 증명하기라는 주제를 전해 듣고 그 방안을 논의했  , 1 , 

던 활동 첫날에 작성한 네 명 학생들의 감상문의 내용이다R & E .

학생 뉴턴의 운동법칙은 너무나 기초가 되는 것이었기 A: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의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라 했을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 , 

했었다 중략 일상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고 일상에서 겪. ( ) , 

는 일들을 근거로 하여 설명을 하자면 초등학생도 이해 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증명하려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

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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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제는 뭔가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물리현상이 B: 

아닌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

습니다.

학생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뉴턴의 운동법칙이기 C: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 

법칙에 관해서 한다고 들었을때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1

생각했다 중략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칙이었는. ( ) 

데 증명을 하려니 쉽지 않았다.

학생 평소 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뉴D: ‘1+1=2’ 

턴의 운동 법칙 이 법칙을 증명하려하니 이건 마치 .. ‘1+1

은 왜 인가 같이 막막하 다2 ?’ .

  

학생들은 뉴턴 제 법칙이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1 , 

법칙이며 만큼이나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체, 1+1=2 . 

로 실재론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Nadeau

와 장에서 논한 것처럼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끌려Desautels, 1984) 1 , 

가는 상식적 관점이다 가만히 두면 학생들은 과학이 자연을 있는 그 로 .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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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적 신념의 강화와 표상 불가능의 문제(2) 

상술한 학생들의 신념을 고려하면서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자 아래 그림    . 

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야구선수 복4 . 

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던진 공의 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포물선 운동은 

정확히 가 말하는 모형을 표현하고 있다Giere . 

그림 4 교과서에 등장하는 야구공의 운동에 한 그림 곽성일 외. ( , 2011)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모형이 학생들에게 어떤 방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에 따르면 포물선 운동 모형. Giere , 

은 실재를 닮은 추상화된 존재자이고 던진 공은 위치와 속도라는 측면에서 

이 모형과 유사한 실재이지만 이 그림은 포물선 운동 모형과 실제 사람이 , 

공을 던지는 사태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공. , 

기로 가득 찬 지구 표면의 바람 부는 기 속을 실밥이 달린 야구공이 회

전하면서 운동해가는 온갖 복잡함으로 가득한 실재에 한 하나의 접근법, 

으로서 포물선 모형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저 그림 속에서 포. 

물선 운동 모형의 입자는 야구공 그림으로 체 되었고 모형을 만드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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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초기 조건들은 마치 던지는 사람의 손에 한 완전한 기술인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업이나 교과서들은 예를 들어 뉴턴 제 법칙이 교육   , , 2

내용이라면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즉 이다 라고 학생들에, “ . , F=ma .” 

게 말해준다 그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학생들은 그러한 진술이 세계 그 . , 

자체에 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위 그림 처럼 모형과 실재의 경. 4

계가 없는 것처럼 표현된 자료가 준다면 실재론적 신념이 흔들릴 일은 없

다 저러한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세계 뉴턴 역학적인 모형의 세계 속에서 . ( )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원히 움직인다는 것은 만큼이나 확실하다‘ 1+1=2 .’

의 관점을 통해 논의된 과학의 가치들을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할   Giere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을 통해 실재를 표상하는 일

이다 이 표상작용은 학생들이 모형과 실재 사이의 유사성의 측면과 정도를 .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성립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진리의 가치가 . 

실현되는 교육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 상식적인 실재론은 모형을 통한 . 

세계의 표상이라는 작용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이는 과학의 진술이 의미하. 

는바 그 로 세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같은 과. F=ma

학의 진술들은 모형에 한 정의와 특성화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그 자체가 

진정으로 세계에 한 주장은 아니다 진술들은 단지 모형에 해서만 말하. 

고 있는데 이들을 진정으로 세계에 한 주장이라 받아들일 경우 이들을 , ,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모형들이 세계에 한 완전무결한 표상이거나 혹은 , 

세계 그 자체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모형과 세계 사이의 구. , 

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재론자들인 학생들은 세계가 모형만큼이나 단순. 

하고 이상적인 상들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모형을 통해 세계를 표상하. 

기 위해서는 모형이 세계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닮았는지 즉 모형과 , ,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실재와 유사성 관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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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을 세계에 한 완전한 표상이나 세계 그 자체라고 여기게 되면 모형

을 통한 표상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점묘화로 그려진 초상화를 .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점의 집합체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 

다 의식의 흐름과 지향성 측면에서 보자면 식 표상에 실패한 실재론. , Giere

적 인식 과정에서 의식은 모형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는 의 관점에서 볼 때 모형을 통한 실재의 인식 과정을   5 Giere , 

도식화 한 것이다 화살표는 인식이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낸다 가 표. . Giere

상이라 부르는 과정은 모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것이 실재와 어떤 방식, 

으로 닮아 있는지를 이해하고 모형과 특정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

는 실재에 의식이 가서 닿는다.

그림 5 식 표상 과정에 한 도식. Giere

그림 은 실재론적 관점을 가진 학생들의 인식을 도식화 한 것이다 여기  6 . 

서도 화살표는 인식이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낸다 학생들은 언어로 되어 있. 

는 방정식이나 법칙 등을 실재 그 자체에 한 진술로 간주하고 이러한 진

술을 완벽히 만족하는 모형 그 자체를 실재로 여김으로써 모형을 넘어서는 

무한한 내용을 지닌 실재에 도달하는 인식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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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 표상에 실패한 모형에서 끝나는 인식과정에 한 도식. Giere , 

  

개선을 위한 논의(3) 

  

표상작용을 통한 진리의 가치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나머지 가치들 역시 제 로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과. 

학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해보자 가 진정으로 세계에 한 주장이라고 . F=ma

파악하는 한 그것은 단지 발견된 사실일 뿐이고 라는 붓을 통해 세, , F=ma

계를 그려내는 뉴턴의 사고 뉴턴의 모형이 지닌 가치를 음미할 가능성은 ,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모나리자를 앞에 두고 그것이 과거에 살았던 모나리. , 

자에 한 있는 그 로의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위 한 작품에 한 음미, 

와 감상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과학이 사진이 아니라 논쟁의 역사 속에서 . 

자연과의 치열한 교류와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지할 때에만 과학에 한 음미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행 과학교육의 교육 방식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과   

실재라는 두 존재를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 

과학적 진술이 갖는 역할과 과학을 통한 세계의 이해 과정에 한 인식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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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본성에 관한 메타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이 메타적인 인식은 우리가 . 

그저 광속은 불변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감추어져 있는 맥락에 한 인식“ ”

이며 우리의 상식적 관점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식이다, . 

구체적인 방법론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  , 

과 같이 모형과 실재의 경계를 흐려놓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교과서의 그림

이라든지 수업에서 교사가 단지 이다 라고 단순하게 발화하는 방식 ‘F=ma ’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간단히 제안해 보자면 우선 야구 선수. , , 

가 공을 던지는 실제 상황은 추상적인 물리 모형과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해

를 요구하는 상임을 인식시키고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실제 상황을, “ , 

라는 원리를 만족시키는 다음과 같은 모형 통해 물리학적으로 이해해F=ma

보자 는 식으로 발화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에게 과학이 실” . , 

재론적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직접 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

다 이 경우 과학 수업이 일종의 철학적 맥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 

과학교육계에서 소위 과학의 본성 라 불리는 메타 NoS(Nature of Science, )

과학적 맥락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원칙적인 안내에 불과하다 과학수업  , . 

이란 언제나 다양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실천 ,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과학교육 실

천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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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2. 

안내된 실험에 대한 비판의 문제(1) 

  

실험을 통한 교육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과   Schwab

의 연구 이후로 체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Brandwein(1962), Tamir(1976) , 

적은 안내를 제공하여 최 한 학생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가에 ,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탐구 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이 교육방식은 .  ‘ (Inquiry)’

지식 추구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를 향해가는 정당화의 과정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믿음을 정당화하는 가장 적극. , 

적인 의미의 정당화이자 마치 과학자의 그것과 같은 정당화이다 본 논문에. 

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는 학생들의 성장을 바라는 교육의 , ‘ ’

맥락에서 볼 때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수식어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의 관점에 따르자면 완전히 열려 있는 탐구는 자연이라는   Giere , 

실재에 이끌려 저절로 진리를 향해 다가가게 되는 그런 방식의 과정이 아니

다 모형은 우선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존하여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가혹한 . , 

시험을 버텨낸 뒤에야 표상으로서 기능하며 진리를 담게 된다 어떤 목적을 .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과학자들의 작업은 항상 , 

진리와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항상 실패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 

상상에 의한 구성 작용이라는 것은 구성된 상인 모형이 자연을 표상하는

데 사용 될 때 진리라는 가치와 연결된다 창조적인 상상력 그 자체가 단‘ ’ , . 

독으로 진리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 진리의 , 

가치를 담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과학 이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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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열려 있는 탐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장에 진리라는 가치와 관

계될 가능성은 단히 낮다 의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하지 않아서 실패. Giere , 

의 가능성이 단히 높은 어린 학생들의 완전히 열려 있는 탐구가 가지는 

과학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진리라는 가치 때문에 완전히 열려 있는 형태의 탐구 수업을 계획 ,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힘들다.

물론 학생들이 과학자처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과정은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 . 

고자 하는 문제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함 이라는 신화적인 이상이 오직 스‘ ’ , ‘

스로 만이 실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 

다 이 이상은 실험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하지는 않았지만 진리의 가치를 . 

담은 좋은 실험들을 구분할 기회를 없애버린다 안내 되지 않고 열려 있는. , 

학생이 스스로 진리와 만나는 경험이 언제나 확실하게 가능하며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이론에 의존한 그리, , 

고 교사에 의하여 안내된 실험은 그저 그렇게 한 번 확인해보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취급된다 모든 것이 안내되는 실험을 지칭하는 과학교육계에 . , 

널리 퍼진 이름인 요리책식 실험 은 안내된 실험“ (Cookbook Laboratory)”

에 한 날이 선 비판을 담고 있다. (McComas, 2014)

그러나 과연 요리책을 따라 하듯이 한 단계씩 밟아가는 실험이 모두 그  

저 그런 가치 없는 실험들인가 연구자는 앞서서 의 검출 가능 기준? , Giere

이 과학자들의 자연 경험에 어떤 함축을 주는지 논하 다 그들이 어떤 . 

상과 의도된 상호작용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과학철학의 입장에서는 실재론

의 근거로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과학자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연과의 , 

만남으로 작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실험 조교로 학생들을 지도한 사례를 소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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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종봉과 이경호 실험 조교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연구자는 .( , 2014) 

상당히 흥미롭게 비되는 두 실험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는 리컨 기름. 

방울 실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홀 효과 실험이었다 이 두 실험은 물리교육. 

과 학부 기간 있는 총 개의 실험 교과의 마지막 과목에 들어 있는 것들이4

었는데 연구자가 이 두 실험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두 실험을 하는 학생, 

들의 태도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그림 은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실험 . 7, 8

장치들이다.

그림 7 리컨 기름방울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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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홀 효과 실험 장치. 

  

리컨 기름방울 실험을 할 때 학생들은 마치 어린 시절 신기한 물건을   ,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현미경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 속에 펼쳐진 장면에 , 

매료된 듯 멍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잊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실험 전에는 . 

결코 들려준 적이 없었던 우와 하는 탄성을 나지막하게 흘렸고 조별로 “ ~” , 

진행되는 실험에서 주로 한 명이 실험을 이끌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

다 누군가는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상에서 . .) 

벗어나 다 같이 현미경 속을 들여다보며 느낌을 공유했다.

반면 홀 효과 실험을 할 때의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투정을 부렸  

다 학생들은 이 실험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지. , 

독하게 따분해했다 그들은 실험 장치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 

만 딱히 더 이해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 속의 측정 , . 

버튼을 몇 번 누르고는 서둘러 실험을 마치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 이 실. 

험을 하면서 연구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조교님 저희 다하면 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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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되나요 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자 자신도 홀 효과 실험이 전혀 흥?” . 

미롭지 않아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홀 효과 실험을 하는 날은 연구자가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가장 힘든 날이었

다 이종봉과 이경호. ( , 2014)

연구자는 여기서 단지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태도의 차이 자체에 주목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실험은 확연한 질적 . Giere , 

차이가 있다 아래는 두 실험의 결과물들이다 그림 . . ( 9, 10) 

그림 9 리컨 기름 방울 실험에서 기름방울 관찰 장면 이종봉과 이경호. ( , 2014)



- 99 -

그림 10 홀 효과 실험의 측정 결과 장면 이종봉과 이경호. ( , 2014)

  

리컨 기름방울 실험은 소수의 전자만이 올라탈 수 있도록 극도로 제한  

된 크기로 분무된 기름방울을 활용함으로써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에 해당하

는 전하량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실험이다 이는 량의 전하가 오고 가. 

는 여타의 정전기 실험들이 낱낱의 입자로 환원되지 않는 일종의 전하 덩어

리나 전류 같은 이론적 상을 사용 조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기 현상의 , /

기본 입자인 전자 그 자체를 사용 조작한다는 개념에 훨씬 가깝다 의 / . Giere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실험 조건을 이해하고 강한 전기장 속에서도 느,  

린 속도로 이동하는 기름방울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전자라는 입자와의 

의도된 상호 작용에 해당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관찰 에 준하는 인식, ‘ ’

론적 의의 갖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홀 효과 실험의 경우 도 체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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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학적 목적의 장비를 활용한 까닭에 조교 던 연구자도 구체적인 작(

동 방식을 모른다 학생들 입장에서 전자는 고사하고 전하 덩어리가 어디서 ) 

어떻게 이동하 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경험으로 이어지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공학적 장비의 . 

작동 원리와 구조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것

이지만 굳이 고도로 복잡한 장비를 교육의 맥락에 도입하여 장비 자체에 , 

한 이해의 어려움을 유발할 까닭은 없는 것 같고 학생 뿐만 아니라 조교, 

던 연구자까지도 홀 효과 실험 장치의 구조 및 원리 등을 제 로 이해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홀 효과 실험은 정교한 구조와 원리를 갖춘 장치를 활용하는 덕분  

에 사람의 눈과 눈금을 통해 기본적인 관찰 활동이 이루어지는 리컨 기름

방울 실험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으며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도 편리하고 간

단하다 그러나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전기 현상의 이면에 놓여 있는 . , 

기본 입자 그 자체에 한 검출 경험은 진리라는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에서의 정확도나 편리함이 갖는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리컨 기름방울 실험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  

가 바로 체험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는 간단한 관찰 은 왜 즐거운가 기‘ ’ ? 

본적으로 그것은 호랑이는 이러저러 하게 생긴 이러저러한 동물이다 라는 “ .”

명제가 참된 기술이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의 관점에서 탐지 는 관찰 과 동등한 수준의 인식론적 의의가 있다Giere ‘ ’ ‘ ’ . 

관찰에 한 상식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 상을 탐지하는 것은 호, 

랑이를 관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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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실험 교육에 대한 제안(2) 

저학년에서부터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만나게 되는 주제인 만유인  

력을 예로 들어보겠다 만유인력의 경우 과학과 교육과정에 지속해서 등장. 

한다 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유인력 그 자체를 탐지하고 진리라는 가. Giere , 

치를 실현하는 일은 단히 중요한 과학교육의 의무이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특별히 만유인력이라는 이론적    

상 그 자체를 탐지한다고 볼 수 있는 실험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물체를 . 

공중에서 놓으면 떨어지는 경험이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

지만 이미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경험은 이론에 의존하여 자연을 조작하고 , 

충분히 의도된 결과를 얻는 탐지 경험과는 다르다 즉 물체가 아래로 떨어. , 

진다는 경험을 만유인력 이론으로 설명하는 문제와 만유인력 이론을 활용, 

하여 자연에 의도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물론 만유인력이 전기력이나 자기력이 비하면 매우 작은 힘이기 때문에   

탐지 실험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민해. 

보면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만유인력은 작은 힘이지만 우리는 . , 

중력 탐지 실험으로서 캐번디시 실험이라는 훌륭한 사례를 이미 가지고 있

다 캐번디시 실험은 실험 진행에 요구되는 정교한 조작과 긴 시간이 주는 .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학 학부 전공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실험 자체의 역사적 고증이나 측정의 정교함 등을 다소간 희생하, 

더라도 만유인력 자체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 실험- 

에 사용되는 물체를 가능한 큰 질량을 가진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을 - 

시도한다면 중등 수준 정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험 교육과 관련된 과학교육 연구 부분이 안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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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단지 안내되었다 는 사실만으로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과학교육 연‘ ’ . 

구자들 사이에서 안내된 실험은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

는다 그것은 실험교육에서 기피되어야 할 상으로 언급될 뿐이다 연구자. . 

가 보기에 안내된 실험은 과학교육 연구의 사각지 에 놓여있다 당연히 만. 

유인력과 관련된 실험을 과학교육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한 사례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 관점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안내된 실험들에 한   Giere ,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하기를 요구한다 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안. Giere , 

내 된 실험이라 할지라도 탐지 에 해당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단히 ‘ ’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진리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만. . 

유인력처럼 중요한 주제에 한 인식론적으로 의미 있는 진리의 가치와 - 

관계되는 경험이 교육과정에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 . 

미 과학교육의 장에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안내된 실험들을 탐지 를 기준‘ ’

으로 분류하여 더 가치 있는 안내된 실험을 선별하거나 탐지 에 해당되는 , ‘ ’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실험들을 도입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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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요약 및 결론6

  

경험이 많은 과학교사들은 종종 과학교육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곤 한  

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론들이 수업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 

않는다는 뼈아픈 충고이다 그들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이 주어질 . 

가능성에 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더 나은 교육을 하고 . , 

싶다는 열망으로 학원을 찾는 젊은 교사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수업을 발

전시킬 좋은 이론을 배우게 될 것을 기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는 이론과 . 

실천의 이분법이라는 예리한 구분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론은 단지 교육 실천 외부에서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과학교육 실천 이라 부르는 행위들은 이루어지고 있“ ”

고 여기에는 어떤 관점과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기준들은, . , 

어떤 개념들과 믿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개념과 믿음들은 특정 행위. 

를 교육 실천 이라 부를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며 특정 행위의 교육적 “ ” ,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교육 실천을 개선해 ,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은 이러한 전제들. Pring(2004) , 

즉 실천 속에 붙박여 있어서 결코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암묵적인 개념들

과 믿음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면 이론 이라 부를 수 ‘ ’

있다고 말한다 교육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교육 개념 . 

자체를 성립시키는 어떤 이론이 깔려 있다 이러한 암묵적인 이론은 반성적. 

인 작업에 노출되지 않는 한 상식처럼 작동한다 연구자는 교육 연구의 중. 

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이러한 암묵적 이론들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비판적 논

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 실천가의 입장에서. , 

이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에 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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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의 과학철학이 단순히 인식론적 사실로  , Giere

서 무작정 도입되기 보다는 과학교육 현실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에 

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의 맥락에서 검토되는 것이 그의 견해가 과학 교육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논의의 방식이라 생각했고 이에 따라 크게 다, 

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과학교육의 목적으로서 지식의 추구가 갖는 근본적1) 

인 문제점들의 탐색

기존의 상식적 관점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안적 관점으로서 2) 

의 과학철학을 과학교육적 관점에서 검토Giere

과학교육적으로 검토된 의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현장에 3) Giere

구체적인 변화 제안

해당 과제에 하여 본 연구자는  

응적 진리에 기반을 둔 상식적인 지식의 추구는 이론간 모순의 문제와 1) 

과학 이론의 의미 습득 방식에서의 어려움에 제 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 

의 과학철학이 여전히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이며 에서 2) Giere , 1)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관점일 수 있음을 보 으며 

의 논의에 따라 실재와 모형을 혼동하는 교육 방식과 스스로 수행하는 3) 2)

탐구에 한 지나친 강조에 한 개선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그  “

래서 의 견해가 가장 확실한 것이냐 다 물론 논쟁을 본질로 하는 Gie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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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장에서 확실한 견해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연구자는 확실한. ‘ ’ 

의 견해로부터의 연역적인 추론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과학Giere . 

교육이라는 사회적인 실재가 그런 방식의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본 논문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주어져 있는 작은 . , 

반성 작업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반성 작업의 축적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닫혀있고 협소할. 

수록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도 고정되고 협소해지며 고정된 정체성은 다양, , 

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과학교육자로서 성장할 기회를 막을 것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단지 확실한 답을 찾기   , 

위해서가 아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 , 

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더 나아가 더 새로운 과학교육을 만들기 위함이, 

다 고정된 답이 있다면 과학교육은 바로 그 답과 함께 변화를 멈추게 될 . , 

것이다 과학교육은 사회와 제반 학문 역 그리고 과학 그 자체의 발전과 . ,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재정의 되어야 하는 실재다 여기 필요한 / . 

것은 지식이라는 참된 답변이 아니라 변화에 부응하는 지혜이다.

설령 의 견해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미 지금도 논쟁적이다 과학  Giere ( ) 

철학에서 그의 견해가 갖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의 견해로

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다 그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상식적으로 .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또 다른 진리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상식을 . 

경계하면서 과학 이론의 가치를 더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지혜를 배운다 또. 

한 있는 그 로에 한 관찰과 발견이 아닌 우리의 틀에 비춰오는 자연의 , 

모습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이해 방식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 

리는 이를 통해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한 과도한 신뢰를 벗어나 더 겸손하, 

게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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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만나 본 많은 교사는 도 체 왜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  “ ?” 

는 질문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과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 

한 요구이면서 과학교육자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질문이, ‘ ’

기도 하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과학철학의 논의들이 과학교육이 지. , 

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에 하여 큰 함의를 가지는 논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연구가 . 

과학교사들의 그러한 실존적 요구와 과학철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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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Knowledge in Science Education: Focused on 

Giere's Model-Based Philosophy of Science

Lee, Jongbong

Physic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ce education researchers have continued to study major 

discourses of philosophy of science. However, these discussions seem 

not to make a sufficient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science 

education. It is clear that the philosophy of science that explores the 

nature of science is closely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However, we 

should not expect that contribution to the science education can be 

derived only by the interest in the philosophical view itself.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ernal problems of 

science education and discuss enough why a new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ce is necessary. Since science education research 

ultimately aims at a change in practice, i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hat securing persuasive power on the need for alternative 

perspectives in the reality of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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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educational interpretations should be supported when 

specific philosophical views are examined to solve the problems of 

science education. We must not forget that theory of science education 

and theory of philosophy of science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aim. 

Theory of science education has normative character and ultimately tells 

what practitioners should do, and theory of philosophy of science 

reveals epistemological facts about the nature of science. It is necessary 

to fully discuss what implications a particular philosophical view has on 

the value of science that gives norms to practice or the goals of science 

educ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veloped the following discussion on the 

model-based view of Ronald N. Giere, which many researchers of 

science education have been focusing on recently.

  First, this paper explor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pursuit of 

knowledge as a common sense view. It reveals that the commonsensical 

pursuit of knowledge based on the concept of truth as correspondence 

has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between scientific theories and the 

problem of impossibility to grasp the meaning of scientific theory 

through direct experience. Based on this result, we will see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hilosophical viewpoint for science education.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Giere's model-based 

philosophy of science on the value of science and the goals of science 

education. Giere, explaining scientific theory focused on models which 

are nonlinguistic entities, rejects the traditional concept of truth and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reality can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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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concept of 'similarity'. The concept of similarity, which is at the 

core of Giere's philosophy of science, enables a moderate position of 

constructive realism. Thus, science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value of truth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This view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the 

commonsensical pursuit of knowledge.

  Third, based on the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Giere's model-based 

philosophy of science, this paper presented two concrete proposals for 

the science education field. In order to establish representation through 

the model, the way of education that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models and reality needs to be reform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detection' experience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 valuable 

experience of meeting reality in laboratory educatio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tried new 

interpretation, in science education context, of Giere's philosophy of 

science focusing on value.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has developed the discussion while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realm of practice without being submerged in philosophical affair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good example for future 

research that addresses the fundamental science education problems 

related with philosophy of science.

keywords : Giere, philosophy of science, science education, philosophy 

of science education, scientific knowledge, aims of science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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