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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상에 대한 잠정적 원인으로 정의되는 가설은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질문과 과학적 설명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과학탐구

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연구를

통해 과학교육 맥락에서 가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이 있으며, 인과

적 질문 전략이 특히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에서 가설 생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가설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관점과 갈등을 질적

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가설에 대하여 과학지식

관점과 도구적 관점, 발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지식 관점

이란,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에서 주로 취하던 관점으로, 이 관

점에서 가설은 과학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도

구적 관점이란, 사회에 대한 가설의 도구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관

점이다. 이 관점은 가설 생성 활동을 과학지식 체계로서의 협의의

과학에 한정시키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가설 생성을 고민하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설 생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적 관점은 타당하지 않은 가설

조차 그 생성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면 수

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수용가능한 가설은 학생들

의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거나 혹

은 과학의 본성을 체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발달적 관점은 때때로 과학지식 관점과 충돌하

곤 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세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 과학적

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 생성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가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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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과학지식 관점이 기본적으로 가설 생성 연구에서 계

속 추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는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정당화 요구 수준을 높이

는 처치,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이후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대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0명의 화학교육 전공

대학생들은 20명씩 두 집단(A집단과 B집단)으로 구분된 뒤 최대

10분 동안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예상에 대하여 정당화 활동을 수

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A집단 학생들은 예상에 대하여 과학

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2개까지만 쓰도록 요청받았고, B집단은 8

개까지 쓰도록 요청받았다. 이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30분 동안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당화 요구를 받은 B집단 학생들이

이후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타당한 가설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생성함이 확인되었다(p<.012). 이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이후 탐구

과정에서 숙고적 사고, 즉 귀추적 사고를 촉진하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 과학지식 관점을 따르는 기존 가설 생성 수업 모형들이 현

상에 대한 잠정적인 원인을 찾도록 요구하면서도 요구 수준 및 방

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

과는 이 과정에서 타당한 가설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이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적으

로 조사한 것이다. 즉, 상호작용적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인과

적 질문 전략에는 어떤 세부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략

이 탐구가 진행됨에 과학지식 관점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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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학지식 관

점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

석되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

부 전략에는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기’가 있었다. 각각의 세부 전략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게 하거나 기존의 논리를 수정하게 하고, 학

생들로 하여금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인과적 질문 전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학지식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탐구가 진행될

수록 생성되는 가설이 관찰적 가설에서 이론적 가설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탐구 초기에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변인에 대하여 무작위

적으로 가설을 세웠으나, 교사에 의해 인과적 질문이 계속 강조되

자 학생들은 이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했으며, 결국 탐구

후반부에 가서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으로 포함된 이론적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다른 변화는 독립적인 복수 가설이 상호보완적인

가설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탐구 초반에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변

인들을 사용하여 가설들을 마구잡이로 생성했기 때문에, 서로 관

련성이 떨어지는 복수의 관찰적 가설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독립

적이고 복수적인 특징은 탐구 중후반부에 학생들이 이론적 가설들

을 세울 때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계

속되면서 독립적인 복수의 이론적 가설들의 약점을 더욱 자극하

자, 마침내 학생들은 각각의 가설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된 가

설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 가설들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더 타당한 가설이었다. 한편,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

적 질문을 강조하는 전략은 단순히 과학지식 관점에서 가설을 생

성하는 데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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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하고, 점차적으로 현상의 원인에 근거한 타당한 가설을 추구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고 발달적이었다. 또한, 문답법이

종종 짜증을 유발시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데

반해, 인과적 질문 전략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성에 기반

하여 가설 생성 활동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가

치가 있었다. 따라서,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

하는 것은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의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잠재적인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음이 제안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학적 가설의 생성을 촉진하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학지식 관점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적 관점

에서도 과학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논문의 결과와 논의는 추후 기존의 과학지식 관점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학생들을 과학의 실천전통 속으로 안내하고, 학

생들로 하여금 과학탐구에 대한 성숙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 가설, 가설 생성, 가설에 대한 관점, 인과적 질문 전략, 탐구

학 번 : 2016-2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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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상에 대한 잠정적 원인으로 정의되는 가설은 인과적 질문과 과학적

설명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과학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용주 외, 2003). 실제로 많은 과학지식이 가설의 생성과 검증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의 존재를 배제한 귀납추론은 귀

납의 문제라는 중대한 철학적 난관에도 봉착한다는 점에서, 가설은 현대

과학적 방법론에서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Kuhn, 2002;

Laudan, 1981; Popper, 1994).

과학적 방법론적 가치 측면에서 가설 생성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과

학교육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가설 생성 능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들은 기초

연구로서 가설의 의미에 대해서 탐색하였고(박종원, 2000; Jeong &

Kwon, 2006), 어떤 연구자들은 교사 및 학생들의 가설 인식과 능력을

조사하였으며(김지영 & 강순희, 2006; 박형용, 2017; 엄경화 & 김영수,

2012; 이혜정 & 심규철, 2011), 또 어떤 연구자들은 가설 생성 수업 전략

과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오필석 & 김찬종, 2005; 정진수 외, 2005;

Oh, 2011). 가설 생성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과학교육 맥락에서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가설 생성에 대한 인식과 수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가설 생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가설을 주로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제한된 관점으로만 다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자들은 ‘어떤 가설이 어떤 현상을 잠

정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과학지식 관점에서 그것은 가치있

다’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가설과 가설 생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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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인식은 분명 과학자들의 탐구의 주목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좋음’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오필석, 2013) 과학의 본질적 의미도 단순히 과학지식 체계로서의 협의

의 과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권재술 외, 2013; 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2019; 이진경 외, 2018),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있

는 관점이 가설에 관한 유일한 관점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즉, 맥락에

따라서는 과학지식 관점 외에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학

생들을 과학의 실천전통(즉, 과학의 본질)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그러므로 가설에 대하여 어떤 관점들이 실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설 생성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사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교

사가 갖는 가치관과 정체성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Palmer, 2017).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교사 및 예비교사들

을 대상으로 가설 및 가설 생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왔으나, 이들은

과학교육학계 내에 합의된 관점을 기준으로 교사들이 가설에 대하여 종

종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할 뿐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가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김지영 & 강순희, 2006; 박형용, 2017; 신지홍, 2018).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 연구로서 과학교사들이 가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

지고 있는지 좀 더 열린 관점에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한편, 교사가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설

에 관하여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역할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가설 생성 활동의 상당 부

분이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오필석, 2008; 오필석 & 김찬종,

2005). 그리고 이는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였던 과학교사들이 특히 강조

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설 생성 수

업 모형을 제안해 왔다(오필석 & 김찬종, 2005; 정진수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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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on, 1995). 그리고 일부 모형들은 실제로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어

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하였다(이선향, 2005; 정진수 외,

2005; Oh, 2011). 하지만 그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형들은 학

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인 원인을 찾도록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삼원귀추모형의 의문

분석 과정과 설명자 탐색 과정은 단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분석하고, 비

슷한 현상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인과적 설명자를 빌려오라’는 안내 이상

을 포함하지 않는다(정진수, 2004; 정진수 외, 2005). 간단한 수준의 가설

만을 제안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로 안내하는 것만으로

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과학지식 생성의

관점에서 더 그럴듯하고 더 타당한 가설 생성을 촉진하기를 바란다면,

단순한 수준 이상의 안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과학지식 관점에서 더 타당한 가설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인

방안으로서 Socrates의 문답법이 참고될 수 있다. 정희경과 신동희(2019)

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Socrates의 문답법이 탐구 활동에서 가설을 타당

하게 정교화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이들은

기존 가설 생성 수업 모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즉 원인에 관한

질문을 ‘더욱’ 강조하는 것의 교수 방법적 효과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

한 교수 방법적 효과는 문답법이 인식론적으로 이성의 사용을 전제하고

(박병기, 2010),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에서의 발달을 가속화하며(김희중, 2009), 또한 숙고적 사고를 활성화시

킬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Piro & Anderson, 2018). 따라서 결국 정

희경과 신동희(2019)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전략(즉, 인과적 질문 전략)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지식 관점에서 더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귀추적 사고를 통해 구

체적인 원인을 탐색해보라는 제안만을 포함했다면, 현상의 원인과 관련

하여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인과적 질문 전략에 대한 연구는 가설 생

성에 있어 교사가 어느 정도로 안내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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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학교육적으로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과학지식 관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과적 질문 전략이 모태로 삼는 문답법은 끊임

없는 질문을 통해 대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숙해지도록 하

는 발달적 관점을 전제한다(박병기, 2010; 이영문, 2007).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믿음은 교사에 의해서 곧바로 지적되고 배격되

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학생의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 스스

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이 종종 타당하지 않

은 가설을 잘못된 것으로서 해석하는 관점을 지녔다면, 인과적 질문 전

략은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궁극적으로 학생의 발달을 위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과학지식 관점과 학생들의 발달적 관점 모두에 있어서

가설 생성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인과적

질문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맥

락과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이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좀 더 총체적이고 넓은 시각에

서 가설 생성 교육을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수행한 세 가지 연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설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

로 조사한 것이다(연구 1).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과학교사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관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했다. 둘째는 개인적 수준의 인

과적 질문 전략이 대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실험 맥락에서 과학적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연구 2). 학생들의 예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학생의 이해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과 같으며 선행 문헌에서 시도한 접근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은 과학지식

관점에서 타당한 가설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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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셋째는 상호작용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중학교 과학영재들

의 화학 자유탐구에서 과학적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조사

한 것이다(연구 3). 이 연구는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설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연구 3에서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학지식 관점뿐만 아니라 학생

의 발달적 관점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설

생성 교육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인 관점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1.2. 연구 문제

본 논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과학탐구에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가설에 대한 관점과 갈등은

무엇인가?

2) 과학지식 관점에서, 개인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은 대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실험 맥락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과학지식 관점 및 발달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적 수준의 인과적 질

문 전략은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3. 연구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교사가 인식하는 가설에 대한 관점과 갈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과적 질문 전략이 특히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측면에서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했다([그림 1-1]). 논문의

본론은 크게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된다. 하나는 네 명의 과학교사들을 대

상으로 학생 과학탐구에서 가설에 대한 관점과 갈등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 1). 또 하나는, 과학지식 관점에서, 개인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

략이 대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실험 맥락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이다(연구 2). 마지막 연구는, 과학지식 관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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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중학교 과학영

재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연구 3). 본 논문은 이상의 세 가지 연구를 통해 가설 생

성 활동에 대한 과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4.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연구의 맥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가설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관점을 분석한 연구 1의 결과나 중학교 과학

영재들의 자유탐구 활동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3

의 결과는 각 대상 집단에 대하여 일반화될 수 없다. 연구자는 연구 1과

연구 3에서 연구 자료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는

[그림 1-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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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 현상을 심도 있게 드러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Charmaz, 2006; Creswell, 2018).

둘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과적 질문 전략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 2

의 결론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비판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없

다. 연구자는 연구 2에서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추론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참여

자를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가설 생성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연구 2의

연구에서는 추론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추

론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타당한 가설을 생성할 수 없는 상

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를 초·중·고등학생에게까지 무비판적으로 확

대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

셋째, 연구 2는 제한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이 연구는 가설에 대하여 오직 과학지식 관점이라는 입장을 취했

다. 즉, 가설을 과학지식 체계에서의 중간 지식으로만 여겼다. 이경호와

김홍빈(2019)에 따르면, 과학은 개념, 이론, 법칙, 탐구방법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지식 체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간, 협의의 과학

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

고 후자의 관점이 오히려 과학의 본질에 가깝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

한 과학지식 관점은 가설을 오직 협소한 의미로서 다뤘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가설 생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탐구 활동은 실제 실험이 아닌 컴

퓨터 기반 실험이었고 외부 정보의 탐색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 이외에도 다른 논문을 참

고하면서 탐구를 진행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컴퓨터상에 제시된 정보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없었다. 따라서 연

구 결과가 실제 탐구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확언할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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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어의 정의

1.5.1.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

과학은 협의의 과학과 광의의 과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권재술 외,

2013; 이경호 & 김홍빈, 2019). 협의의 과학이란 개념, 이론, 법칙, 탐구

방법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과학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이고. 광의의 과학

이란 ‘자연’, ‘인간’, ‘협의의 과학’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으로서 과학이다. 본 논문에서 과학지식 관점은 가설이 협의의

과학에 한정하여 과학지식 체계를 확장시키는 역할, 즉 과학지식을 생성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가설은 과학적으

로 얼마나 타당한지가 중요하다.

1.5.2. 가설에 대한 도구적 관점

가설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사회적 유용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 가설

이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설이 사회에 얼마

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1.5.2. 가설에 대한 발달적 관점

가설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교육적 측면에서 가설이 학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도구적 관점과는

달리 사회가 아닌 학생의 변화에 초점이 있으며, 과학지식 관점과는 달

리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의미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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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가설

가설은 인과적 질문에 잠정적 원인으로서 예상, 잠정적 법칙, 막연한

추측, 귀납적 추측과는 의미적으로 구별된다(Jeong & Kwon, 2006). 본

논문에서 가설은 귀추에 의해 도입된 이론의 타당한 정도에 따라 ‘타당

한 가설’과 ‘불완전한 가설’로 구분되었다. ‘타당한 가설’은 때때로 ‘합리

적 가설’이나 ‘과학적 가설’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1.5.5. 인과적 질문 전략

인과적 질문 전략이란, 가설 생성 지도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

하는 전략을 말한다. 대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에

서 Socrates의 문답법과 유사하지만, Socrates 식 문답법은 때때로 학생

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희중, 2009;

van Zee & Minstrell, 1997b).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인과적 질문 전략’은

용어가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인과적 질문(causal question)’만을 던지는

전략은 아니다. 인과적 질문 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원인이

강조되긴 하지만 현상에 대한 인과적 논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무엇-

질문(what-question)이나 어떻게-질문(how-question)이 포함될 수도 있

다. 실제 상호작용적 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는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기’

등이 있다.

1.5.6. 직관

직관이라는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종종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

나는 충분한 숙고가 결여된 자동적인 사고 과정의 의미이고(Kahneman,

2018), 다른 하나는 “풀이법을 몰랐던 상태에서 풀이법을 알게 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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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이라는 통찰의 의미이다(Mayer, 1995, p. 3). 본

논문에서는 직관이라는 용어를 오직 전자의 의미로만 한정지어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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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과학의 본질과 과학탐구

과학은 협의의 과학과 광의의 과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권재술 외,

2013; 이경호 & 김홍빈, 2019). 협의의 과학이란 개념, 이론, 법칙, 탐구

방법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지식의 체계로서의 과학을 말하며. 광의의

과학이란 자연, 인간, 협의의 과학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으로서 과학을 말한다. 이경호와 김홍빈(2019)는 과학교육을 훌

륭히 해내기 위해서는 과학교육학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교육학은 협의의 과학을 넘어 과학의 본질에

더 가까운 광의의 과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경호(2020)는 과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실천

전통으로 입문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의 실천전통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과학이 발전되어 온 문화역사적 흐름과 탐구 맥락이며, 실천

전통으로 입문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과학을 총체적 관점으로 배운다

는 것을 의미한다(이경호, 2020; 이진경 외, 2018; 홍은숙, 2007). 예를 들

어, 사회적 유용성이나 이라는 목표로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분절

적으로만 과학과 과학교육을 규징짓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학

생들은 과학의 본질을 경험할 수 없다. 그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

를 통해 자연과 인간, (협의의) 과학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

해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야말로 과학

및 과학교육학의 본질에 더 가까운 교육이다. 김홍빈 등(2018)과 이성은

(2020)이 자연, 인간, 협의의 과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진리의 커뮤

니티(Commuinity of Truth)’1)를 좋은 과학수업의 모습으로 제안한 것이

1) Palmer(2017)에 따르면, 진리의 커뮤니티(Community of Truth)란, 교사와 학

생이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진리의 커뮤니티에서는

존경과 권위가 오직 주제에만 부여되고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

에, 그 속에서 모든 인식자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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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대 과학교육에서 STS(Science-Technology-Society),

SSI(socioscientific issues) 및 과학적 소양 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양정은 외, 2012).

과학탐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오필석, 2020; 이경호,

2020). 과학탐구는 과학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그 문제를 해결까지

의 전 과정을 일컫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과학의 실천전통 속

에서 과학자들 또는 학생들이 하는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윤혜경, 2005; Abd-El-Khalick et al., 2004;

Duschl & Grandy, 2008; Hofstein & Lunetta, 2004; Windschitl, 2003).

어떤 의미로 사용되든, 과학탐구 활동은 학생들의 실천을 포함하기 때문

에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조금은 더 실제적인 맥락에서 과학을 경

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학교육에서 과학탐구는 없어서

는 안 될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탐구 또한 분절적 관점으로만 도입될 경우 학

생들이 과학의 본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오

필석, 2020; 이경호, 2020). 예를 들어, 오필석(2020)은 기능 중심의 과학

탐구를 비판하면서 과학탐구에 실천(practices)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기능 중심 과학탐구란, 탐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이상, 기초 탐구 과정), 문제 인

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이상, 통합 탐구

과정) 등의 기능 또는 절차적 과정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 과학탐구를

말한다(교육부, 2015; 오필석, 2020). 기능 중심 과학탐구를 옹호하는 사

람들은 탐구를 통해 획득된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도 또한 적용될 수 있

사소통하게 된다. 진리의 커뮤니티의 중요한 특징은 인식자들이 가공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제와 관련된 1차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그만 주제가 더 넓고 큰 주제로 확장되고, 인식자들은 그 주제에

대한 암묵적 지식들을 얻으며, 주제와 인식자가 서로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진리의 커뮤니티는 추동력이 있어서 인식자들은 더 알기 위하여 강의실로,

실험실로 자발적으로 미지의 무대로 뻗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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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과학 기능이 위계적이지도 않고 내용 특이적이

며 맥락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탐구 기능만을 강조하는 과학탐

구 수업의 한계는 분명하다(오필석, 2020). 대신, 오필석(2020)은 지식과

기능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실천의 개념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적인 역할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

도 개방형 탐구(open inquiry)일 것이다. 개방형 탐구란 주제 선정, 탐구

계획 수립, 탐구 수행, 보고서 작성 등 탐구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중심

으로 진행되는 탐구를 말한다(박기수, 2019). 개방형 탐구는 종종 자유탐

구 또는 참 탐구(authentic inquiry)라고도 불리며, 과학자들의 실제 탐구

활동에 비유되기도 한다(박기수, 2019; Chinn & Malhotra, 2002; Sadeh

& Zion, 2009). 개방형 탐구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유

가 최대한 보장되고, 교사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이

로 인해 학자들은 개방형 탐구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탐구의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이나 과정적 지식, 비판적 사고를 배우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주장한다(Sadeh & Zion, 2009).

한편, 개방형 탐구 이외에도 학생 주도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탐구 유형

이 존재할 수 있다. [표 2-1]는 과학탐구 유형을 구분하는 하나의 사례

이다. 여기서 결합형 탐구나 안내형 탐구, 구조화된 탐구는 개방형 탐구

보다 학생 주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

려움이 덜 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은 과학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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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설, 가설 생성 모형, 그리고 가설에 대한 관점

설명은 보통 왜-질문(why-question)에 답하는 것으로서 여겨진다. 즉,

설명은 “왜 q인가?”라는 질문에 “p이기 때문에 q이다”라는 답을 내어놓

는 것이다(허원기, 2018). 간단해 보이지만, 왜-질문의 성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겉보기와는 달리 왜-질문이 반

드시 형식의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김유신, 1999; Faye, 1999). 예

를 들어, “어떻게 새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가?(How do birds

migrate over huge distances?)”라는 질문은 “왜 새들은 먼 거리를 가로

질러 길을 찾을 수 있는가?(Why can birds find their way over long

distances?)”라고 수정될 수 있다(Faye, 1999, p. 69). 즉, 질문의 형식보

다는 오히려 질문이 포함하는 의도가 중요하다(김유신, 1999; Faye,

1999). 비슷한 관점에서, 왜-질문이 반드시 원인에 관한 질문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허원기, 2018). 예를 들어, “철

의 원자번호는 왜 26인가?”라는 왜-질문에 “주기율표 상에 철이 26번째

과학탐구 분류 특징
학생 주도

수준
개방 또는

전체탐구 (open

or full inquiry)

학생(들)의 질문으로 시작으로

학생(들)의 계획과 수행 및 실험으로

진행

상

결합형 탐구

(coupled inquiry)
안내형 탐구와 개방형 탐구의 조합형 중

안내형 탐구

(guided inquiry)

교사의 질문 제시와 조사 진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짐
중

구조화된 탐구

(structured

inquiry)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따라 특정한

산출을 수행하는 요리책형 강의
하

[표 2-1] 과학탐구의 유형 (Martin-Hansen, 2002: 박기수, 2019, p. 12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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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는 것은 인과적인 설명이 아니다(허원기,

2018). 따라서 질문의 의도를 특히 원인에 둔다고 한다면, 그러한 질문은

‘왜-질문’보다는 ‘인과적 질문(causal ques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

을 수 있다.

과학 영역에서 인과적 질문은 가설이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다. 이는 가설이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으로서 정의되기 때문이

다(Jeong & Kwon, 2006). 하지만 본래 의미와는 달리 가설은 맥락에 따

라 종종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곤 한다. 예를 들어, 박은진과 김희정

(2008)은 가설이 추측이나 추정,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믿음이나 주장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Jeong과 Kwon(2006)은 철학, 과학철

학, 과학, 과학교육 등의 분야에서 가설이 가정, 잠정적 설명, 잠정적 원

인, 잠정적 법칙, 예상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한다([그림 2-1]).

이에, 국내 과학교육학자들은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이라는 가설

의 정의에 근거하였을 때 ‘귀추적 사고’,2) ‘타당한 인과적 근거’,3) ‘검증

2) 귀추는 C. S. Pierce가 제안한 추리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추론 형태

를 갖는다.

(P1)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된다.

(P2) 그러나 만약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한 것이다.

(C) 그러므로, A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Peirce, 1955, p. 151).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놀라운 사실 C를 관찰한다고 해서 반드시 A가

참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A가 참이 아니더라도 B가 참이면 C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Pierce의 결론대로 일단은 A가 참일 가능성을

주장해볼 수는 있다. 따라서 귀추는 A라는 명제, 즉 A라는 가설을 제안하는 추

리 방식이며, 따라서 ‘발견의 논리(logic of discovery)’라고도 불린다(Hanson,

1961). 귀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준영(2010) 참고.

3) 엄밀히 말해서 타당성은 참인 전제로부터 거짓인 결론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연역추론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다(이영철, 2016). 만약 타당성이

귀추나 귀납과 같은 확장추론(ampliative inference: 지식을 확장하는 추론)에 대

해 사용된다면, 이는 약한 의미로서 추론이 올바르다는 것을 말한다(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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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4), ‘문제에 대한 잠정적 설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명제만이 가

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권용주 외, 2003; 김지영 & 강순희,

2006; 박종원, 2000; 박형용, 2017; 엄경화 & 김영수, 2012; 이혜정 & 심

규철, 2011; Jeong & Kwon, 2006). 여기서 귀추적 사고(abductive

thinking) 조건이란 가설 생성 시 “이미 알려진 다른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에 빌려와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

는 사고”가 사용되어야 함을 뜻한다(박종원, 2000, pp. 675-676). 만약 어

떤 가설이 귀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설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본다. 타당한 인과적 근거 조건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인과적 설명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Jeong과 Kwon(2006)

에 따르면, [그림 2-1]에서 오직 잠정적 원인만이 귀납적 일반화가 아니

면서도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드러내므로 가설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검증 가능성(testability) 조건은 실제 실험을 통해 가설이 검증될 수 있

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잠정적 설명 조건은

가설이 언제든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잠정적 해라는 것을 의미한

다.

2016). 본 논문에서는 타당성이라는 표현을 약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4) 검증 가능성이란,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박종

원, 2000; 엄경화 & 김영수, 2012; 이혜정 & 심규철, 2011). Popper(1994)의 관

점에 따라, 반증 가능성이라는 조건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박종원, 2000).



- 17 -

가설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관찰적 가설(observational hypothesis)과

이론적 가설(theoretical hypothesis)이라는 기존의 가설 구분을 재고하게

만든다(Kline, 1980; Kuipers, 2001). 관찰적 가설이란, 이론적 용어를 포

함하지 않는(혹은 이론적 용어가 적어도 다른 비(非)이론적 용어로 치환

될 수 있는) 가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할 것이다’라는 잠정적 법칙이 관찰적 가설이다(Kline, 1980).

이러한 가설은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입증되어 관찰적 법칙이 된다.

그러나 과학교육학계의 정의에 따르면 관찰적 가설은 가설의 지위를 갖

지 못한다. 이는 그러한 잠정적 법칙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포함되지 않

기 때문이다(Jeong & Kwon, 2006). 반면, 이론적 가설은 제거 불가능한

이론적 용어를 포함하는 가설을 의미한다. 원인으로서 이론적 용어를 도

입하기 때문에 과학교육학계에서는 관찰적 가설과는 달리 가설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이론적 가설은, 이론적 용어 혹은 이론적 대상은 직접 관

찰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설이 함의하는 실험을 연역함으로써만 오직 간

접적으로만 입증될 수 있지만, 입증의 결과로서 이론적 법칙 또는 이론

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Kline, 1980; Kuipers, 2001).

한편, 과학 영역에서 가설 생성은 과학지식 체계의 확장을 위한 탐구

[그림 2-1] 가설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 이중 진정한 의미의 가설은 잠

정적 원인뿐이다(Jeong & Kw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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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곤 한다. 과학자들은 놀라운 현상이 발생

했을 때 이 현상을 무시하기보다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홍성욱 & 장하원, 2010; Dunbar, 2000; Yang et al.,

2007), 일부 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본래적

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McNeilll & Krajcik, 2008).

즉, 가설은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질문과 과학적 설명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과학탐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권용주 외,

2003; Jeong & Kwon, 2006; Oh, 2011).

과학지식의 체계의 확장을 위해 가설 생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과학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에서도 강조되어 왔다(권용주 외, 2000; 김용성 &

정진수, 2020; 김지영 & 강순희, 2006; 박종원, 2000; 박형용, 2017). 과학

교육학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 맥락에서 더 과학적으로 가설 생성

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 생성 수업 모형들이 제안하였다. 예를 들

어, Lawson(1995)은 경험-귀추적 순환학습 모형(Empirical-Abductive

Learning Cycle)을 제시하여 탐구 상황에서 학생들의 귀추에 의한 가설

생성을 촉진하고자 했다([그림 2-2]). 이 모형에서는 탐색(exploration),

개념 도입(term introduction), 개념 적용(concept application phase)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가설은 이후 가설-연역적

탐구 순환학습(hypothetical-deductive learning cycle)과도 이어질 수 있

다. 오필석과 김찬종(2005)은 경험-귀추적 순환학습 모형보다 귀추적 사

고 맥락과 지구과학 맥락에 더 초점을 맞춰 새로운 가설 생성 수업 모형

인 귀추적 탐구 모형(Abductive Inquiry Model, AIM)을 제안하였다([그

림 2-3]). AIM는 탐색, 조사, 선택, 설명 등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가장

적절한 최종 가설은 이 과정들의 순환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

다. 정진수 등(2005)은 가설 생성 수업 모형으로 삼원귀추모형(Triple

Abduction Model, TAM)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그림 2-4]). 이 모형은

의문분석, 설명자탐색, 가설구성 등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각

의 과정에서 작업기억과 장기기억 사이에 정보의 비교, 정보의 차용, 정

보의 확인 등 여러 종류의 사고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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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5)는 고등학생들에게 여러 과제 현상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TAM

을 적용한 수업이 전통적 수업보다 가설의 설명력과 생성력에 있어서 유

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2] 경험-귀추적 순환학습 모형(Lawson, 1995: 오필석 & 김찬종,

2005, p. 620에서 재인용).

[그림 2-3] 귀추적 탐구 모형(오필석 & 김찬종, 2005; O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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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개된 가설 생성 수업 모형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귀추적 사고를 통해 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항을 찾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귀추라는 가설의 생성 조건을 생각해봤을

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모형들은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인

설명항을 찾도록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인과적 질문

을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삼원귀추모형의 의문분석 과정과 설명자 탐색 과정은 단지 학생들에

게 ‘질문을 분석하고, 비슷한 현상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인과적 설명자

를 빌려오라’는 안내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정진수, 2004; 정진수 외,

2005). 간단한 수준의 가설만을 제안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로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만약에 과학지식 관점에서 더 그럴듯한, 즉 더 타당한 가설

생성을 촉진하기를 바란다면, 단순한 수준 이상의 안내가 필요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정희경과 신동희(2019)의 연구가 참고될 수 있다. 이들

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Socrates의 문답법이 탐구 활동에서 가설을 정교

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질

문을 더 많이 강조할수록 학생들이 더 타당한 가설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연구는 기존 가설 생성 수업 모형에서 언

급하지 않았던 부분, 즉 인과적 질문의 강조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가설 생성 지도와 관련된 연구에 새로운 연구적 관점을 제

[그림 2-4] 삼원귀추모형(정진수, 2004; 정진수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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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과학교육에서 가설 생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과학지식

관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설 생성은 다른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가설

생성과 가설 검증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은미와 강순희(2007)는 가설-연역적 방법론에 따

른 수업 모형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지영과 강

순희(2007)은 가설 연역적 탐구 실험 수업을 수행한 중학생 집단이 교과

서에 제시된 탐구 수업을 수행한 집단보다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 더 나

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또는 발달적 관

점에서의 가설의 가치는, 가설이 과학적 타당성을 통해 잠재적으로 과학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가

치는 가설 생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

되는 것이다.

선행문헌에서 나타나는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존재는 더 나

아가 또 다른 관점들의 존재를 시사할 수도 있다. 이는 인간 활동 양태

의 한 유형으로서 과학이라는 실천전통이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2019; 이진경 외, 2018; 홍

은숙, 2007). 예를 들어, 과학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효용성과 실용성 기

준에 근거하여 가설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이경호, 2020). 또

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어떤 인식론적 기준에 근거하여 가설을

평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Abd-El-Khalick, 2012). 그러나 발달적 관점

을 포함하여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기존 가설 생성 연구들에서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탐구 및 가설 생성 활동을 총체

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이 있는지 조

사하고 이러한 관점들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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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과적 질문 전략과 가설 생성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인과적 질문 전략은 Socrates의 문답법(Socratic

dialogue)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Socrates의 문답법은 Plato의 『메논』

등의 저작에서 발견되는 Socrates의 진리 추구 방법이다(Plato, 2014). 그

는 대화 상대방에게 정답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다(김희중, 2009; 박병기, 2010; 정

희경 & 신동희, 2019). 문답법이 산파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는 마

치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와 같이 오직 질문만으로 대화 상대방을 스스로

깨우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Birnbacher와 Krohn(2004)에 따르면, 문답

법은 다음의 세 가지 인식론적 전제에 기반한다. 그것은 첫째 “대화 상

대자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정신”과 둘째 “의지를 갖는

이성적 인간이라면 똑같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마지막

으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게으름을 극복할 의지 역시 필요하다는 믿음”이

다 (박병기, 2010, pp. 113-114에서 재인용). 이처럼 대화 상대방의 능동

성을 강조하는 문답법은 현대에 와서 학생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구성주

의 철학과 맞물려 해석되기도 했다(박병기, 2010; 이영문, 2007).5)

질문을 강조하는 Socrates의 문답법 혹은 그 철학은 과학교육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답법은 학생들의 내면의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과학교육 학

습 모형들(Driver, 1989; Nussbaum & Novick, 1982; Pines & West,

1986)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임성민(1996)은 예비 물리교사들을 대상으

로 일반물리 수업에서 문답법을 적용하였을 때 역학 개념에 대하여 이해

도의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van Zee와 Minstrell(1997a; 1997b)는

5) 그러나 Socrates 식 구성주의가 현대 구성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

다. Socrates 식 구성주의는 지식의 상대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수방법과 교

수내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 구성주의와 차이가 있다(이영문,

2007). 자세한 내용은 이영문(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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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고등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적인 담

화(reflective discourse)가 물리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토론을 촉진하

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정

희경과 신동희(2019)는 문답법이 탐구 활동에서 가설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가설이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문답법과 가설 생성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

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학생들의 반성을 촉진하는 문답법의 교육학적 가치는 L. S. Vigotsky

의 사회인지발달 이론과 그것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김희중, 2009).

근접발달영역이란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김희중, 2009). 여기서 실제적인 발달 수준은 타인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잠재적인 발달 수준은 타인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Vygotsky의 이론

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은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사,

부모, 친구 등 타인의 도움(비계, scaffolding)을 받았을 때 학습이 특히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시된다.

즉, Vygotsky 이론에서 교사는 단순히 아는 자로서 학생을 통제하는 사

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을 유도하는 것을 돕

는 사람인 것이다. Vygotsky의 입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주

도적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ocrates의 입장과 유사하다(김희중,

2009). 앞서 언급했듯이, Socrates는 모르는 자로서 대화 과정에 참여하

여 대화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였다. Socrates의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생각을 교류함으로써 변증법적으로 더 나은 사고로 나아가게 하

는 원동력이었다. Vygotsky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Socrates는 근접발달

영역에서 비계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가속화한 것이다.

그러나 김희중(2009)은 Socrates의 입장과 Vygotsky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Vygotsky 입장에서 교사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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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는 사람인 반면, Socrates는 끝까지 진리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

람이었기 때문이다. 교사가 끝까지 진리를 모르는 역할을 맡는 것이 옳

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Wallace et al.,

2002a; 2002b). 적어도 Vygotsky 입장에서 비계를 통한 근접발달영역에

서의 학습을 적절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Socrates는 대화 상대방을 궁지로 몰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취하기

도 하였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는 van Zee와 Minstrell(1997b)도 지적

했던 부분이다. van Zee와 Minstrell(1997b)는 질문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학적으로 이것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되는 분위기

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답법의 교육학적 가치는 인지 심리학 이론인 이중 처리과정 이론

(dual-process theory)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iro &

Anderson, 2018). 이중 처리과정 이론이란, 인간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인지적 처리과정에 관한 심리학 이론이다

(Stanovich, 2011).6) 두 가지 처리과정 중 하나인 System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

르는” 사고 과정(즉, 직관적 사고)을 말한다(Kahneman, 2018, p. 39). 이

것은 모든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과하게 사용될 경우, 인지 편향과

같은 비합리적 판단을 낳게 된다(Kahneman, 2018; Stanovich, 2011). 한

6) 이중 처리과정 이론의 두 가지 인지 처리과정인 System 1과 System 2의 특

징(Stanovich, 2011)

System 1 System 2

- 연상적이다.

- 전체적이다.

- 자동적이다.

- 상대적으로 인지 용량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 상대적으로 빠르다.

- 생물학적으로, 노출에 의해,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획득된다.

- 규칙 의존적이다.

- 분석적이다.

- 통제되어있다.

- 인지 용량을 필요로 한다.

- 상대적으로 느리다.

- 문화적으로 그리고 형식적 학습에

의해 획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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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인간의 인지 과정 속에서 System 1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

고 과정이 있는데, 바로 System 2이다. System 2는 “복잡한 계산을 비

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주목”하는 사고 과정(즉, 숙고적 사고)

을 말한다(Kahneman, 2018, p. 39). 이러한 사고 과정은 정신적 노력

(mental effort)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의식하지 않는다면

System 2는 System 1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버린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System 2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Kahneman, 2018). Socrates의 문답법은 계속 이어지는 질

문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들

어준다는 측면에서 System 2를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Plato의 『메

논』에서도 나타나듯이 Socrates가 대화 상대방을 지나치게 몰아세움으

로써 System 2의 사용을 극단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로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Kahneman, 2018; Plato, 2014).

정희경과 신동희(2019)는 문답법이 중학생들로 하여금 더 나은 가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깊이 있는 대화 과정이

가설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설은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 설명이다. 인과적 질문에 최대한 적절히 답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관심 있는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

상과 어떤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정진수

(2004)와 정진수 등(2005)은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법칙, 증거 등을 평가하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

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비계를 제공하고 숙고적 사

고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은 가설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권용주 외,

2003; 오필석, 2008; Oh, 2010). 즉, 학생들로 하여금 더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설을 창안하라’는 요구에서 그칠 것

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깊은 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회상하고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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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는 Socrates의 문답법이 가설 생성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설

생성 지도 상황에서 특히 현상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끊

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문답법’보다는 ‘인과적 질문 전략’으로 부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Socrates 식 문답법은 때때로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결

여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김희중, 2009; van Zee &

Minstrell, 1997b).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불쾌함을 느끼

지 않는 선에서 문답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과적 질문 전략’이라고 부를

것이며, 이 전략의 과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

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27 -

3. 연구 1: 과학교사가 인식하는 가설에 대한

관점과 갈등

3.1. 연구 필요성

가설은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질문과 과학적 설명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과학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권용주 외, 2003).

그리고 학생 과학탐구를 연구하는 과학교육학자들에게도 가설 생성 활동

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연구자들은 가설을 귀추에 의해 추론된 타

당한 잠정적 원인으로 정의내리고, 학생 과학탐구에서 가설 생성 활동

촉진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과학교육 맥락에서 다양한 가설 생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권용주 외, 2003; 김지영 & 강순희, 2006; 박종원, 2000; 박

형용, 2017; 엄경화 & 김영수, 2012; 오필석 & 김찬종, 2005; 이혜정 &

심규철, 2011; 정진수 외, 2005; Jeong & Kwon, 2006; Lawson, 1995;

Oh, 2011). 그리고 그 결과 학생 과학탐구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을 유도

해야 하는지 가설 생성 모형까지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오필석

& 김찬종, 2005; 정진수 외, 2005; Lawson, 1995).

그러나 과학교육학계에서 견고하게 합의된 가설의 관점이 정말로 유

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적다. 기존의 연구들이 기반으로 하

는 가설의 이미지는 주로 협의의 과학적 관점, 즉 과학지식의 생성 과정

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교육에서 ‘좋음’의 기준이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오필석, 2013) 과학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

체계로서 협의의 과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권재술 외,

2013; 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2019), 가설 또한 맥락에 따라서는

과학교육학계에 합의된 과학지식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탐구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가

설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설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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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생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왔다. 예를 들어, 김지영과 강순희(2006)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신지홍(2018)은 중등학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박형용(2017)은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

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과학교육학계 내에

합의된 관점을 기준으로 교사들이 가설에 대하여 옳거나 틀린 인식을 갖

고 있거나 가설 생성 교육을 어려워 한다는 사실만을 보고할뿐 구체적으

로 교사들이 가설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

다보지 않았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교사가 갖는 가치관은 학생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설 생성 교육에 있어서도 가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에서는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과학교사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관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설 생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관점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대한민국의 과학 전공의 현직 교사 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일반

공립 중등학교에서 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로서, 초임

교사 수준을 지나 어느 정도 교직 생활에 적응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박홍희, 2005). 그 외 연구 참여자들의 자세한 정보는 [표 3-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교육 상

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가설 생성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은 적절한 문제 상황이나 가설 생성 지도 전략이 부재한 것을 이유로,

교육 상황에서 가설 생성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참

여자들이 가설 생성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술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지영과 강순희(2006)에 따르면, 다른 중등학교 교사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과학탐구 과정 중에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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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의 활용 빈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이 가설 생성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교사들와 같이 일반적인 교사들의 모습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연구 참여자들이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두 가지 과학 활동을 경험했다. 이 활동들은 물리와 화학과 관련이 깊은

내용(즉, 정전기 유도와 표면장력)으로, 추후 면담에서 가설 생성에 관한

면담 소재로 사용될 것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활동을 충분

히 이해하고 관련된 가설에 대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교사, 즉 물리

와 화학을 전공하고 최소한 관련 내용을 공부한 적 있는 교사를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특징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Creswell(2018)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

은 질적 연구에서 좋은 자료 수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에 걸쳐 교류하고 있었기에 질

적 연구를 위해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

들와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 주

제나 연구 내용에 관한 연구자적 관점을 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전공 물리 물리 화학 화학

성별 여자 남자 여자 여자

교직 경력
중학교

6년

고등학교

5년

고등학교

7년

고등학교

6년

정규교육과정

외 과학탐구

지도 경험

X X
과학탐구

동아리(3년)

과학탐구

동아리(4년)

[표 3-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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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3.3.1. 예상하지 못한 현상

본격적인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활동을 수행했다. 연구 참

여자들이 사전 활동으로서 경험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정전기 유도

및 물의 극성에 관한 현상이었다. [그림 3-1]은 연구자가 촬영한 것으로

시간 순서에 따른 영상 캡처본이다. [그림 3-1a]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

이 나타나기 전 환경을 보여준다. 영상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에보나이트,

털가죽, 핸드폰 등의 물건 말고도 스테이플러, 풀, 가위 등 필요 없는 물

건들도 놓여 있다. 연구자가 필요 없는 물건들도 영상 속에 포함시킨 까

닭은 실제 과학적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명시적으로 필요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잠재적으로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 기자재,

일상적 물건 등의 겉보기에는 필요 없는 요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선경 외, 2015). 연구자는 연구 상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듦으

로써 궁극적으로 연구 결과가 실제 학생 탐구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

기를 의도했다. [그림 3-1b]는 털가죽으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털가죽으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질러 (-)극으로 대전

을 시키는 경우는 중학교 과학에서 다뤄지는 마찰 전기의 가장 간단한

사례이다(교육부, 2015). [그림 3-1c]는 뷰렛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대전

된 에보나이트를 갖다 대었을 때 물줄기가 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가 극성인 물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등학교 화학1에서 다뤄진다(교육부, 2015). [그림 3-1d]는 대

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댄 상태에서 에보나이트 막대와 같은 방향

으로 핸드폰을 물줄기에 갖다 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물줄기의 휨

은 핸드폰을 대기 전보다 약해지는데 그 까닭은 (-)극으로 대전된 에보

나이트 막대가 핸드폰 속 금속을 (+)극으로 대전시켜서 결국 물줄기에

미치는 전기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본 영상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인

까닭은 [그림 3-1c]의 상황까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지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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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d]의 상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과학적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

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본 연구 수행 이전에 연구 참여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선공개되었던 것이며, 당시 학

생들은 이 현상에 대해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

였다(박철규 외, 2021).

3.3.2.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현상뿐만 아니

라 컴퓨터 기반의 표면장력 측정 실험(이하, 표면장력 측정 실험)도 경험

하도록 하였다(부록 1).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목표

는 ‘표면장력이 무엇에 비례하는가’에 대한 답(가설)을 찾는 것이었다. 표

면장력을 제외한 60종의 화합물들의 자료(즉, 이름, 구조식, 분자량, 끓는

[그림 3-1]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동영상 캡처본. (a) 실험 전, (b) 털가

죽으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지르는 모습, (c)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를

물줄기에 갖다 대는 모습(물줄기가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휜다), (d)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댄 상태에서 에보나이트 막대와 같은 방향으로

핸드폰을 갖다 대는 모습(물줄기의 휨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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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녹는점, 밀도, 몰부피)가 제공되었으며(부록 2), 연구 참여자들은 이

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특정 화합물들을 선택해 이것들의 표면장력 값

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측정된 표면장력 값들을

바탕으로 이에 비례할 것 같은 수식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데이터의 상관

성(R2 값)을 확인함으로써 실험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실험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부록 3)와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필기도구가 제공되었다.

표면장력이 기존 교과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이 과제 또한 예상하지 못한 과제가 될 수 있다(Park et al.,

2020). 예를 들어, 일반화학 교과서에서는 주로 분자간 상호작용 요인으

로만 표면장력을 설명하곤 하는데(Atkins & Jones, 2010), 표면장력은

단위 표면적을 늘리는 데 필요한 일 에너지[J/m2]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단순히 분자간 상호작용[J]만으로 표면장력을 예측한다면 여러 반례들이

생길 수 있다(Park et al., 2020). 실제로, Park et al.은 임의의 142종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표면장력’과 ‘끓는점(즉, 분자간 상호작용[J])’ 사이의

상관관계(R2=0.2332)보다 ‘표면장력’과 ‘끓는점/몰부피2/3(즉, 분자간 상호

작용/단위 면적[J/m2])’ 사이의 상관관계(R2=0.7193)가 훨씬 높음을 보임

으로써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다.

3.3.3. 예시 가설

사전 활동이 끝나고 면담 중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현상과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 대한 예시 가설들을 제공하였다(부록

4). 예시 가설들은 각 활동 중 생성될지도 모르는 가설들의 몇 가지 사

례를 말하며, 면담을 이어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공된 예시 가설의 종류는 타당한 가설, 불완전한 가설, 막연한 추측,

귀납적 추측이었다. 앞의 세 가지는 근거의 타당성 기준에 의해 구분되

었다. 타당한 가설이란 그럴듯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가설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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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가설이란 그럴듯하지 않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가설을 말한

다. 막연한 추측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성급한 추측을 말하며

가설이 아니다(박종원, 2000). 마지막으로 귀납적 추측은 일반화된 규칙

성에 기반하는 추측을 말하며 이 또한 가설이 아니다(박종원, 2000). 귀

납적 추측은 다른 과학교사들이 흔히 가설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의 추측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예시 가설의 한 유형으로서 포함되었다(김지영

& 강순희, 2006). 연구 참여자들에게 예시 가설을 제시할 때 각각의 유

형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가설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3.4.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20년 5월 중 이뤄졌다. 연구자는 지인인 교사들

에게 연락을 취해 개별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실시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고,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

과적으로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 4명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연구자 1인에 의해 2020년 5월 중에 진행되

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한 장소(예를 들어, 카페, 회의실 또는 화

상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마다 3회의 면담이 실

시되었으며, 각 면담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

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에, 각자의 면담 내용을 수시로 비

교 분석함으로써 이후 면담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3-2]). 면담 중

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제공하였다. 연구자 또한 면담 중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면담

자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는 녹음기로 녹음되었다.

면담 과정의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두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하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물줄기가 휘

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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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제작한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었

다. 각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가설을 생성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표면장력이 무엇에 비례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컴퓨터로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가설

에 관한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필요한 과학적 내용(즉, 정전기 유도와

표면장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두 가지 활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가설과 학생이 세울 법한 가설의 특징을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과 창의성, 그리고 직관성이라는 특

징을 추출한 후,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가설과 창의적 가설, 직관적 가

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앞서 교사들이 수행한 활동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시 가설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각각 합리성과 창

의성, 직관성, 학생이 세울 법한 정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지으라고 요청

하였다. 이는 가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모든 면담 녹음 파일은 전사된 후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었다. 이후,

연구자 1인은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

여 전사본을 코딩하고 분석하였다(Charmaz, 2006; Creswell, 2018). 전사

본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고자 때때로 교사 기록지와 연구자 기록지가 참

고되었다.

면담 질문 예시

1. 무엇이 가설이라고 생각하나요?

2. 학생 과학탐구에서 좋은 가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학생 과학탐구에서 학생 가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학교 현장에서 가설 교육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5. 교사는 가설 생성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표 3-2] 면담 질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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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 방법

실시간 수집된 연구 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교사들이 공통적

으로 언급한 좋은 가설 및 학생 가설의 특징을 일차적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3-3]). 이러한 1차 코딩의 목적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설

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좋은 가설의 특징으로서 합

리성과 창의성이 도출되었고, 학생 가설의 특징으로서 직관성이 도출되

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한 하위 특징들이 범주화되었다.

연구자는 다시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가설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

을 다시 범주화하였다([표 3-4]).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가설이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창의적이어야 하는지 등, 교사가 가

지고 있는 좋은 가설이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더 상위의 관점을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2차 코딩의 결과로서, 먼저 학생 탐구에서 의미있

는 가설이 좋은 가설과 수용 가능한 가설로 재범주화되었다. 이러한 구

분은 1차 코딩에서의 합리성과 창의성 기준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가설은 합리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가설이었고, 수용 가능한 가설

은 합리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학생 발달 측면에서 의미가 있

는 가설이었다. 특히, ‘좋은’ 가설이라는 코드에 대비하여 ‘수용 가능한’

가설이라고 코드를 명명한 까닭은, 교사들이 좋은 가설의 특징들에 부합

하지 않을지라도 학생 탐구 상황에 한정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좋은 가설이 가설에 대한 과

학지식 관점과 도구적 관점에 근거하며, 수용 가능한 가설은 가설에 대

한 발달적 관점에 근거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든 자료는 연구자 1인이 지속적 비교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Charmaz, 2006; Creswell, 2018). 특히,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면담 자료 이외에도 가설 생

성 활동 자료와 연구자 메모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연구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중에 연구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수시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동료와 분석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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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였다(Creswell, 2015;

2018).

상위

코드

중위

코드

하위

코드
설명 및 예시 발화

좋은

가설

합리성

과학지

식의

정당성

설명: 타당한 근거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가설은 잠정적 과학지

식으로서 정당성이 있다.

예시 발화: “그냥 정당한 이유가 없이 딱 가설을 내놓는 거 자

체는 그게 뭐 입증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가설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A교사)
반례에

대한

설명

가능성

설명: 합리적인 가설은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반례를 설명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예시 발화: “그래도 추론을 해야 뭔가 더 이제 예외 상황이 있

어도 그걸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A교사)

효율적

인 검증

가능성

설명: 합리적인 가설은 오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예시 발화: “과학자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이 뭐 이후 최대한 맞는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근거를 토대로 하겠지?”(B교사)

창의성

가설의

새로움

설명: 과학지식 체계를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설은 새로워야

한다.

예시 발화: “과학자가 이미 다 나온 거를 연구하진 않잖아? 뭔

가 새로운 걸 연구 하잖아? 적어도.”(C교사)

가설의

효용성

설명: 창의적인 가설은 과학 및 사회에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예시 발화: “그런 과학적 가설이 이후의 과학적 발견과 이론뿐

만 아니고 기술의, 도구나 기술의 트렌드나 발전을, 진보를 이끌

수도 있고.” (D교사)

가설의

합리성

설명: 창의적인 가설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

다.

예시 발화: “학생들은 일단 합리적인 가설을 추구하는 게 바탕

이 되어야 그거로부터 창의성이 뭔가 발현될 수 있을 거 같

은?”(D교사)

학생

가설
직관성

가설의

타당성

결여

설명: 학생들은 지식과 의지의 부족으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직관적으로 가설을 세울 것이다.

예시 발화: “(학생들은) 다른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더 생각을

더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A교사)

[표 3-3] 1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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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코드 중위 코드 하위 코드 설명 및 예시 발화

좋은 가설

과학지식

관점

과학지식의

정당성

설명: 가설은 과학지식 체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시 발화: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이렇게 기존

에 있던 개념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설명 체계를

만들고.”(D교사)

반례에

대한 설명

가능성

효율적인

검증

가능성

가설의

새로움

도구적

관점

가설의

효용성

설명: 가설은 잠재적으로 과학적 발견 및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시 발화: “그런 과학적 가설이 이후의 과학적

발견과 이론뿐만 아니고 기술의, 도구나 기술의

트렌드나 발전을, 진보를 이끌 수도 있고.”(D교사)

수용

가능한

가설

발달적

관점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의

점진적

증진

설명: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학생들의 과학적 사

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시 발화: “일단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그 과학적

오류가 있든 없든 가설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사고과정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는 학교 교

육에서는 제일 필요한 거 같아.”(A교사)

과학의

본성의

체득

설명: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학생들이 과학의 본

성을 체득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시 발화: “좋은 가설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 변

하겠지... 그 당시의 논리와 그 당시의 탐구와 이

런 것들 연구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고,

그런 과정을.”(C교사)

[표 3-4] 2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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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결과 및 논의

3.6.1. 과학지식 관점: 좋은 가설로서 합리적이고 새로

운 가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가설이 더 좋은 가설인지에 대

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과학탐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합리적

이고도 창의적인 가설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가설이라고 말하였

다. 이것은 과학지식 관점에서 가설이 가져야 할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다음은 D교사의 발화이다.

“애들이 이 현상 가지고 가설들을 만들었는데, 더 좋은 가설들은

어떤 거냐고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좋

은 가설. 학생들이 세운 좋은 가설의 특징은 일단 과학적인 이론

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좋은 가설에는. 합리적인 가설

이 좋은 가설이지만 좋은 가설이 합리적인 가설은 아니에요. 왜냐

면 다른 식이 가설, 좋은 가설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창

의적이라든지?”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과학지식의 정당성. 우선 창의적임의 특징을 배제한다면, 공통적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설의 특징은 1) 다른 지식으로부터 어떤 현상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항을 2) 그 나름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제안하

는 것이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지

식은 상호주관적 참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이병덕, 2013), 교사들이

말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진리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개

념인 인식적 합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기현, 2004). 즉, 교사

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설명항과 논리적인 추론을 기반으로 한 가설은

인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당화된 믿음이며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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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가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 D교사의 “지식

의 층위”라는 표현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하다. 그녀는 근본적인 원리에

가까울수록 층위가 더 “깊은 지식”이고, 더 깊은 지식과 관련된 가설일

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지식은 보통 정합론의 관점으로 이

해될 수 있는데(박승배, 2003; Chang, 2007; Rescher, 1974), 정합론의 관

점에서 근본 원리와 같은 더 “깊은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 더 짜임새 있

고 더 정당화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이병덕, 2013), D교사의 말대로,

더 근본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가설은 피상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가설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교사들이 좋은 가설의 특징으로 합리성을 꼽는 것은 과학 및 과

학교육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과학 문화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는 과학지식이 이론과 증거로부터 생성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인다. 이는 과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교

육이 과학을 주로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참인 지식을 생

성하고 기존의 과학 이론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서 묘사해 왔기 때문이

다(Stroupe, 2014).7) 이처럼 과학교육은 이와 같은 전통 속에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답습해온 교사들이 가설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도, 중학생이나 고등학

생, 대학생, 과학교사들 모두 가설이 타당한 근거를 가질수록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는 점에서(김지영 & 강순희, 2006; 박

형용, 2017; 신지홍, 2018; 엄경화 & 김영수, 2012; 염혜민, 2012), 이들

모두 가설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Stroupe(2014)는 과학교육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제한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천으로서의 과학(science-as-practice)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전통적인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단점으로 다가

올 경우에만 타당해 보인다. 저명한 과학철학자이자 과학교육자인

Matthews(2014)는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공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교

육적으로도 해롭다”(p. 131)라고 말하며,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합리성의 중요성

을 호소한다. 교육철학자인 Siegel(1988)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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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례에 대한 설명 가능성. 한편, 교사들이 합리적인 가설을 좋은 것

으로 여기는 이유가 반드시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더 정당한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떤 교사들은 합리적 가설을 세웠을

경우, 탐구 과정에서 반례가 나타나도 이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가설의 검증 과정도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 반례 설명에

관하여 A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래도 추론을 해야 뭔가 더 이제 예외 상황이 있어도 그걸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제

가설에서 시작해서 실험을 하든 뭐를 하든 하다가 예외적인 상황

을 발견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는 왜 그런지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A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과학탐구는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정

적 답으로서 제안된 가설은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A교사는 이

미 잘 알려진 과학지식을 활용한 가설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변

칙 사례도 더 잘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가설이

다른 지식들과 추론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잘 알려진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세운 가설을 검증할 때 반례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식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함

으로써 가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Yang et al.,

2007). 또는 귀납적으로 생성된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에도 반례가 나타

난다면, 우리는 관찰 결과들을 참고하여 실험 과정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가설 자체가 문제였는지 반성할 수 있다. 하지만 막연한 추측과 같이 전

혀 합리적이지 못한 가설의 경우는 반례가 나타나도 무엇이 문제인지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

다.

효율적인 검증 가능성. 과학교육학자들에 따르면 가설은 이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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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한다(박종원, 2000; 엄경화 & 김영수, 2012; 이

혜정 & 심규철, 2011). 연구 참여자들도 이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더하여 가설 검

증은 효율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설이 특히 더 합리적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C교사의 발화이다.

“이거 해보고 땡치고 저거 해보고 땡치고 하다가 처음부터 잘 나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은 유한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파고 들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잖

아.”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여기서의 ‘효율’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실험 도구로 간편하게 검증

할 수 있음, 즉 실천적 합리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가설

이 참에 가까움, 즉 인식적 합리성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

로 가설은 참일 가능성이 거짓일 가능성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교사들은 참일 가능성이 높은 가설은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

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설은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날 수 있지만, 그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수록 검증 시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생 탐구의 경우 보통 시간이나 재원이 과학자 사

회보다 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변태진 외, 2019), 의미 없는 실험을

줄이고 적은 시도만에 가설 검증을 완료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있어 분명

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천적 합리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간편한 방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추구하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Yang et

al., 2007). 예를 들어, 주방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 및 조리 기구들로 실

험하는 것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 있는 거대강입자가속기

(Large Hadron Collider)로 실험하는 것보다는 더 접근성이 훨씬 더 쉽

다. 즉, 거대강입자가속기를 사용해서 검증해야만 하는 가설은 일반 중등

학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가설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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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천적 합리성을 특히 강조한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A교사는 “(극단적으로) 검증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거[합리적 가설]를 무

시한다면은 글쎄 ‘과학적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고.”라고 말하면서, 실천적 합리성보다는 인식적 합리성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설과 실천적 합리성에 관한 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교사들이 과학자 탐구뿐만 아니라 학생 탐구에서조차도 타당한

가설, 즉 인식적 합리성이 높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교사들이 주로 합리성에 대한 전

통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신중섭, 1999).

과학지식의 새로움. 교사들은 초기 면담에서 좋은 가설의 특징으로

합리성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꼽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설이 과학지

식 체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생각한 창의적이라는 말은... 애들 입장에서 지금 ‘창의적 가

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여기 있던 지식이랑 여기 있던

지식이 약간 따로 되게 파편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던 지식을 뭔

가 서로 연결짓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

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부터 뭔가 지식을 확장하는. 배우

는 걸 확장하는. 그런 걸 저는 창의적 가설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가설이 새롭지 않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했

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독창성, 독특함, 신선함, 예기치 못함과 같은 비관

습적임의 의미를 포함하며, 많은 창의성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창의성의 핵심 요소이다(조연순 외, 2019). 교사들이 가설은 새로워야 한

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설 생성과 과학의 목적 자체가 새로

운 과학지식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Jeong & Kwon, 2006). 새로운

가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과학지식 체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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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설 평가에서 새로움이라는 기준이 평가자의 맥락

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기도 하였다.

“창의적이라는 게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

하면 별로 창의적이게 안 느껴지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얘기

해주면 ‘창의적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이제

내가 주체로 생각을 하니까.”

(A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신선함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지. 누군가한테는 신선한데 누군

가한테는 신선하지 않을 수 있잖아?”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창의성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산출물의 새로움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조연순 외, 2019). 다시 말해서, 어떤

산출물의 새로움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관점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가설이 새롭다는 것을 어떻게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 연구자에게 반문했다. 즉, 어떤 가설은 누구한테는 새로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새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학생에게는 새롭

지만 교사에게는 새롭지 않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가설인가, 아닌가? 만

약 개인에게는 새롭지만 세상에 있어서는 새롭지 않다면 또한 그것은 창

의적인 가설인가, 아닌가? 평가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갖도록 훈련을 받

지 않는 이상 새로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는 어려워 보인다(조연순

외, 2019). 특히, 교사는 몰라도 학생들까지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움 기준으로 학생 가설의 창의성을 판

단하는 것은 다소 불확실한 결과만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눈여겨 볼 점은 교사들이 합리성에 기반한 가설만이 창의적일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아무리 가설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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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것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했다.

“터무니없는 것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할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

네. 근데 근거가 있으면은 창의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거는 그래

도 사고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적이려면 적어도) 근

거는 있어야 되는 거지.”

(A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학생들은 일단 합리적인 가설을 추구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그거

로부터 창의성이 뭔가 발현될 수 있을 거 같은?”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면담 초기에 교사들이 구분했던 가설의 합리성과 창의성 개념은 사실

서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창의성 안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

는 것이었다. 창의성이 합리성에 기반한다는 관점은 직관적으로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비단 교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Runco(2014)는 그의 책에서 창의성이 합리적인가, 비합

리적인가를 논하고는, 결국 창의적인 사고는 비관습적이지만 분명 합리

적인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정(2002)도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의

핵심에는 비판적 사고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반성적 사

고가 필요한 것 같이(조연순 외, 2019),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책인 가

설도 반성적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어째서 합리성과 대비되는 개념처럼 보이는가? 그

것은 우리가 합리성을 ‘전통적인 논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수

있다(Runco, 2014).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

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체계와 ‘정합적이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마치 합리적인 믿음은 상호주관적 지식 체계 내에 있는 관습적인 논

리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Watson과

Crick(1953)이 기존의 지식들(즉, Pauling과 Corey의 삼중나선 가설, 분



- 45 -

자간 인력의 특징, Chargaff 법칙, Wilkins와 Franklin의 X선 회절 사진,

DNA의 복제 능력 등)을 사용하여 그 누구도 제안하지 못했던 DNA의

구조를 최초로 제안한 것과 같이, 우리는 기존 지식 체계와 정합적이면

서도 비관습적인 논리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가설은

Runco(2014)의 지적대로 합리적인 비관습적 가설인 것이다.

[표 3-5]는 예시 가설에 대한 교사들의 합리성 평가 결과와 창의성 평

가 결과를 보여준다. 합리성 평가 결과와는 달리 교사들은 창의성 평가

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D교사

는 가설의 창의성 판단은 불가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과학탐구를 중요하다고 여길지라도, 실제 탐구

에서 학생 가설의 합리성과 새로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 과학탐구에서 가설을 신뢰성 있게 평

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보다는 합리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

실에 부합하는 방향일 수 있다.

교사 활동c
합리적 가설 순서

(합리성)

좋은 가설 순서

(창의성=합리성+새로움)

A
예상 타-(불,귀)-막d 귀-불-타-막

표면 타-(불,귀)-막d 불-귀-타-막

B
예상 타-귀-불-막 막-귀-불-타e

표면 타-(불,귀)-막d 막-불-귀-타e

C
예상 타-불-귀-막 타-불-막-귀
표면 타-귀-불-막 타-불-귀-막

D
예상 타-불-귀-막 (판단 불가)
표면 타-불-귀-막 (판단 불가)

a타는 타당한 가설, 불은 불완전한 가설, 귀는 귀납적 추측, 막은 막연

한 추측을 의미한다.
b합리적 가설 및 좋은 가설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다.
c예상은 예상하지 못한 현상, 표면은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의미한다.
d괄호 안의 가설은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합리성을 제외한 오직 새로움 기준에 의해서만 나열된 순서이다.

[표 3-5] 과학지식 관점에서 교사들의 예시 가설 평가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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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도구적 관점: 좋은 가설로서 효용성 있는 가설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아? 어떤 좀 기여?... 사회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주장을 잘 꾸려내 가야지. 이러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발표한 이거는 가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가설의 효용성. 새로움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은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

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을 제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잠정적 과학

지식으로서 가설의 가설의 효용성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설 그 자체

만이 아니라 그 가설이 우리 삶 또는 과학자 세계에 미친 도구적 영향력

을 고려함으로써, 창의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의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려면 그게 그 가설 자체만이 아니

라, ‘그 가설이 미치는 영향력과 실제 검증이 돼서 어떤 결과를 이

끌어내냐’ 이걸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여러 창의성 이론에서 새로움 이외에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다른 기준

은 적절성이다(조연순 외, 2019). 적절성은 해당 산출물의 유용성, 구체

성, 가치,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본 연구의 교사들이

말한 가설의 효용성 기준은 창의성 이론에서 말하는 적절성 기준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산출물이 창의적인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출물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기도 한다(조연

순 외, 2019).

그러나 산출물을 학생 가설에 한정한다면, 가설의 효용성 기준은 앞의

새로움 기준보다 그리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효용성 평가는

평가자의 맥락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가설의 검증과 지식의 사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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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서, 가설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그 가설이 큰 영향력을 미칠지 아

닐지 알 수 없으며 오직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고는 가설의 효용성 기준으로 학생 가설

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C교사

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급.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사실 크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관점 뭐 아니면 물

건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득을 얻으려

고 하는 거잖아?... 효용성이 있어야지. 사실 인간 사회가 발전하

고 뭐 이런 것들 다 효용성의 가치를 절대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데. 그 창의성의 정도는 사회에서 얼마나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도. 결국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사회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

별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나중에 예술도 그렇잖아. 뭔가 지금은 무

시받는 뭐 예술가지만 50년대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 사람 대단하다.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연구도 그럴 수 있지. 요새 같은 경우에야 다 글로

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이 업적을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된

다고 했지만 나중에 인정 받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누

가 그 창의성을 재단할 수가 있겠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뭔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와’ 했지만

정말로 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진짜 그냥 동화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점은 교사들이 창의성의 기준으로 내세

운 가설의 효용성 기준이 과학지식 관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경호와 김홍빈(2019)에 따르면, 과학은 지식체계로서의 협의의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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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인간, 협의의 과학이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으

로서 광의의 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후자의 과학이 더

과학의 본질에 합당한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STS(Science-Technology-Society)나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SSI(socioscientific issues), 민주시민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학적 소양 등의 통합적 교육이 과학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교육

사례라고 볼 수 있다(양정은 외, 2012; 오필석, 2020). 하지만 앞에서 살

펴보았던 과학지식 관점은 이론이나 법칙 등의 지식체계를 타당한 방식

으로 확장시키는 데에만 오직 초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가설의 가치

를 오직 기능적 측면이나 협의의 과학 측면으로만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입장이며, 기존의 많은 과학교육 연구들이 가설 생

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취하는 입장이기도 했다(김지영 & 강순희, 2006;

박형용, 2017; 신지홍, 2018; 엄경화 & 김영수, 2012; 염혜민, 2012; 이혜

정 & 심규철, 2011; Jeong & Kwon, 2006). 따라서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과학교사들이 보인 도구적 관점은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

이 가지고 있던 협의의 과학이라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도구적 관점 역시 외재적 가치라는 측면만

을 강조하기 때문에 총체적이기보다는 파편화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

러나 이것은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과학지식 관점 이외에 다른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도구적 관점을 비

롯하여 학생들에게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학생

들로 하여금 자연, 인간, 과학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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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발달적 관점: 수용 가능한 가설로서 교육적 가

설

“타당하지 않더라도 뭔가 나름의 근거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타당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어

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거로부터 검증을 하고 이거로부터 시행착

오를 겪어. 그럼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다 이제 과학적인 근

거에 가까워진다면. 지금 당장은 과학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그 학습의 맥락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D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학생 과학탐구에서 가설 생성에 관한 활동은 그 본질상 교육적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달적 관점이라는 범주를 추가한 것은

과학적이거나 도구적이지 않은 가설이더라도 그 자체로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이 숙고 없이 보이는 대로만 사고하기 때문에,

가설에 대해서도 오직 피상적으로만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교사

들은 생각하는 학생 가설의 특징은 직관성이었다.8)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서) 일단 3[막연한 추측]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이유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냥 ‘핸드폰

때문에 이게 물줄기가 덜 휘네’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한 현

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

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런지를. [연구자: 왜 깊이 생각을 안 해? 생

8)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직관성이란, 숙고하지 않고 빠르고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특징을 의미하며 통찰과는 구분된다(Kahneman, 2018). 피상적인 현상에만 집중

하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직관적 사고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 표면장

력 측정 실험에서 ‘몰부피’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몰부피

에 의존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직관적인 사고가 작용한 막연한 추측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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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 하기도 하고 의지도 없고.”

(A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교사들이 학생 가설이 직관적인 특징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 까닭은

학생들은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능력에 관련

하여, 교사들은 특히 추론 능력보다는 배경지식 유무가 더 중요한 요인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나는 지식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은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어디

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이걸 연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미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알

지 못하는 영역은 내가 뭘 찾아봐야 되는지 보통 모를 수 있거든.

이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겠지. 문제는 이것도 이해를 하려면 이

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런, 이런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해야 되잖아.”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연구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왜 2번

[막연한 추측]이 더 많이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사고보다?

애들이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의지가 없어서.

[연구자: 의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점수에 안 들어가면 대

충하고 놀 생각이지. 시간을 한 20분 줬을 때 점수에 들어가는 것

만 빨리 다 하고 나머지는 노는 거지.”

(B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가설을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보통 그러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지식을 조사하여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숙고적 과정을 통해 합리적 가설을 생성하는 것이 어

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관련 지식이 없다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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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 지식의 부족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설 생성 연구에서도 합리적 가설 생성을 방해하는 원인으

로서 종종 지적되는 문제이다(김지영 & 강순희, 2006; 박종원, 2001; 박

형용, 2017).

마찬가지로 가설을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론적 근거

에 따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숙고적 사고는 직

관적 사고에 비해 높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숙고적으

로 생각한다면 금방 지치기 쉽다(Kahneman, 2018). 학생들이 보통 공부

를 싫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곤 한다. 합리적 가설을 생성

하는 것도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사들

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타당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 가설은 직관적인 특징을 보이기 쉬울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타당성이 떨어지

는 가설조차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타당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가설은 그 자체로도 교육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것이었다.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의 점진적 증진. 교사들은 과학지식

관점에서 합리적 가설이 좋다고 했지만, 가설 생성 활동을 발달적 관점

에서도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생성한 가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합리적 가설

을 세우려는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을 점

진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교육학

적 관점에서 합리적 가설 생성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일단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그 과학적 오류가 있든 없든 가설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거든. 오류가 있어도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너의

생각을 좀 더 근거 있게 말해 보자’라고 할 거 같아. 그러면은 오

류가 있어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 과학을 하는 이유는 사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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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막 뭐 기술의 개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과학을 진짜 전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

구로 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거 아니

면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두 과학을 가르쳐야 되냐? 그 사람

들만 배워도 되지 않아?’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런 사고 과정

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는 학교 교육에서는 제일 필요한 거 같아.

이런 사고 과정을. 아까도 말했듯이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해?’라

고 물어봤을 때 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A라는 논리가

있고 이래서 B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C다’라는 이런 추론

방법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A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과학자

가 될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했다. 즉, 학생들이 어떤 합리적이고도 과학

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과학탐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 생성 과정은 과학교육에 중요할 수 있는

데, 왜냐하면 합리적 가설을 생성함으로써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

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은미 & 강순희, 2007; 이선향, 2005;

Lawson, 1995). 발달적 관점에서 합리적 가설 생성을 옹호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있어서, 비록 틀릴지라도, 일단은 자신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합리적 가설을 생성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및 탐

구 역량를 기르고자 하는 국내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교육부,

2015).

과학의 본성의 체득. 어떤 교사는 역사적 관점에서 가설을 평가해보

는 활동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주관적인 기준들은 사람이 달라지는 변할 수도 있고 사회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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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뭔가 문화가 달라지면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전통적

인 논리는 이 체계가 그대로라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

데 이론 자체가 바뀔 수는 있지. 이론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이론

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론을 토대로 했던 어떤 가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좋은 가

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후

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옛날에는 뭐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해

서 이런 가설을 세웠구나. 하하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 당대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미래를 앞서 나가면 우리 이해 못 할 거 아니

야? 좋은 가설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겠지. [연구자: 좋은 가

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학생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그래

서 나는 그 얘기는 해 주는데. 그 빅뱅 우주론 같은 거 가르칠 때

처음에 뭐 아인슈타인이 했던 정적 우주론, 무슨 우주론, 무슨 우

주론. ‘이렇게 천재인 사람이 얘기했던 가설도 폐기되고 지금 여

러 가지가 폐기돼서 이렇게 되는거다.’ ‘그럼 선생님 과학은 왜 배

워요?’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논리와 그 당시의 탐구와 이런 것들

연구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고, 그런 과정을... 과학의 가변

성?”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과학지식은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Abd-El-Khalick, 2012). 즉, 과학

지식이나 가설의 인식론적 지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교사는 가설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맥락에서 달라질 수 있음

을 언급하면서, 학생들과 역사적 가설들을 함께 평가해보는 활동에서 이

들이 과학의 가변성 등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이러한 교사의 언급과 더불어, 가설 연역적 탐구 실험 수업을 수행

한 중학생 집단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수업을 수행한 집단보다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 더 나은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까지도 고려하면(김지영 &

강순희, 2007), 가설 평가나 가설 생성 활동이 과학의 본성을 가르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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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의 갈등

면담을 통해 과학교사들이 가설에 대하여 과학지식 관점, 도구적 관

점, 발달적 관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그림3-2]). 이들

이 가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은 과학 및 과학교육이라는 실

천전통 속에 무수한 가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이경호, 2020; 이

진경 외, 2018; 홍은숙, 2007).

[그림 3-2] 가설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관점. 좋은 가설이 아닌 수용 가

능한 가설은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에서 때때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점선은 발달적 관점의 좋은 가설이 아닌 수용 가능한 가설에

한정한 발달적 관점을 의미하며, 화살표는 갈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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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사들이 보인 관점들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유기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가

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갈등은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의 갈등

이었다. 예를 들어, B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자처럼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는 건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가설 설정 자체가 이미 그 이후의 활동까지 고려해서 가

설을 세우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는 기존의 이론들을 막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이런 과정까지 더

추가되어야 하잖아... (과학지식 관점의 합리적 가설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

(B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교사들은 연구자가 좋은 가설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가

장 먼저 과학적 근거, 이론, 타당성 등 합리성과 관련된 용어를 언급했

다. 이는 가설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과학지식 생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탐구 맥락에서 학생들이 타당

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을 인식했다(김지영 & 강순희, 2006).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타당하지

않은 가설을 생성하면 안 돼’라는 과학지식 관점에서 ‘배움이 있다면 생

성된 가설이 타당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발달적 관점으로 관점이 이동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기를 원했다는 사

실이다. 즉, 교사들이 가설의 발달적 관점을 특히 더 강조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한계에 기인된 것이었고, 이들은 여전히 학생들이 과학지식 관

점에서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기를 바랐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교사들이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수용할 수 있다

고 말한 것은 가설 생성을 통한 학습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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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진술은,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은 억제될 필

요가 있다는 말과도 같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하려는 의

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설 생성 활동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기를 바란 것은, 학생들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을

생성했을 때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타당하지 못한 가설 생성을 통한 학습의

의심은 C교사의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가설?... 애들이랑 실험을 해보면 (좋은 가설을) 한 번에 생

각을 잘 못하잖아?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면서

(가설을) 점점 구체화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근데 나도 뭐

하는지 모르고 쟤도 뭐 하는지 모르는 가설은 나쁜 가설이긴 하

다.”

(C교사의 면담 자료 중에서)

정리하면, 교사들은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가설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 학생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

므로 발달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가설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 그런데 또한 교사들은 타당하지 않은 가설을 허용했을 때 과학적 목

표도, 교육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갈등 양상을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7.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물리, 화학 전공의 교사 네 명을 대상으로

가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러한 인식 기저에 있는 관점들을 범주

화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교사들은 좋은 가설의 특징으로 합리성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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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안했고, 학생 가설의 특징으로 직관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 도구적 관점, 그리

고 발달적 관점이 깔려 있었다. 가설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관점은 분

명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에서는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이란, 가설을 과학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필

요한 중간지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가설은 타당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잠정적 과학지식으로서 가설

이 정당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검증 과정에서 반례가 나타

나도 설명 가능성이 높고 검증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

이었다. 또한 과학지식 관점에서 가설은 새로울 필요도 있었다. 이는 가

설의 목적을 과학지식 체계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과학지식 관점

은 기존의 주요 가설 생성 연구들이 취하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다른 교사 및 예비교사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가설에 대한 도구적 관점이란, 가설이 사회에 도구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과학지식 관점이 오직 과학지식 체계에 한정해

서만 가설의 가치를 부여했다면, 도구적 관점에서는 가설의 가치가 협의

의 과학을 넘어 사회까지도 확장된다. 과학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권재술 외, 2013; 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2019), 도구적 관점

은 여전히 파편적인 관점으로서 과학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협의의 과학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추후 학생들로 하여금 자

연, 인간, 과학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가설에 대한 발달적 관점이란, 타당하지 않은 가설조차 그

생성 과정이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가설

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을 점진적으로 증진키기거나

혹은 과학의 본성을 체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교사들의 발달적 관점은 때때로 과학지식 관점과 대립적으로 충돌

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세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 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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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이러한 갈등은 교사들로 하여금 결국 가설 생성 활동의 목표를 어디

에 두어야 하는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가설 생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존

의 연구들은 가설에 대해 대개 하나의 입장만을 취하곤 했다. 이것은 가

설이라는 영역을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협의의 과학에만 한정시키기 때

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발달적 관점을 목표로 한다면 C교사가 제안한 것

처럼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가치를 토대로 역사적 가설들을 함께 평가해

보는 것이 유효할 수도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지식 관점은 가설 생성 연구에서 계속

추구될 필요가 있다.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존재가 모든 관점을 동

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교사

들이 좋은 가설이과 수용 가능한 가설을 구분한 것은 주로 과학지식 관

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고, 다른 교사 및 연구자들도 대

개 가설의 주요 가치를 과학지식의 생성에 두고 탐구활동 및 연구를 수

행해왔다(김지영 & 강순희, 2006; 박형용, 2017; 신지홍, 2018; 엄경화 &

김영수, 2012; 염혜민, 2012). 과학지식 관점은 과학교육학계에서 파급력

이 가장 큰 관점으로서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

이 과학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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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2: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대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실험

맥락에서의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 과학지식

관점에서

4.1. 연구 필요성

과학교육학계에서 가설은 귀추에 의해 추론된 타당한 잠정적 원인으

로 정의되곤 한다(Jeong & Kwon, 2006). 연구 1에서 가설에 대하여 여

러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교사들도 학생 과학탐구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과학지식 생성을 위한 가설, 즉 타당한 가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했다. 그렇다면 다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으

로 더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일테다.

과학지식 관점에서 과학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가설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안해 왔다. 예를 들어, 정진수 등(2005)은 의

문분석, 설명자탐색, 가설구성의 단계로 이루어진 삼원귀추모형(Triple

Abduction Model, TAM)을 제안했고, Lawson(1995)은 탐색

(exploration), 개념 도입(term introduction), 개념 적용(concept

application phase)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험-귀추적 순환학습 모형

(Empirical-Abductive Learning Cycle)을 제안했다. 그리고 오필석과 김

찬종(2005)은 탐색, 조사, 선택, 설명 등의 네 단계가 순환하는 귀추적 탐

구 모형(Abductive Inquiry Model, AIM)을 제안했다. 이러한 모형들은

실제로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선향, 2005; 정진수 외, 2005; Oh, 2011).

그러나 이 모형들은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이 모형들은 공통적으로

‘잠정적인 설명항을 제안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학

생들에게 잠정적인 설명항을 제안하라는 요청을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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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원귀추모형의 경우, ‘질문을 분석하고,

비슷한 현상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인과적 설명자를 빌려오라’는 안내 이

상을 포함하지 않는다(정진수, 2004; 정진수 외, 2005). 만약 학급의 수업

목표가 간단한 수준의 가설만을 제안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 정도로 안

내하는 것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르지만 과학지식을 만든다는 과학지식 관

점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면, 더 그럴듯하고 더 타당한 가설을 세

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설 생성에 대하여 높은 수

준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단순한 수준 이상의 안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경과 신동희(2019)와 Schwarz(1998)의 연구가 참

고될 수 있다. 먼저, 정희경과 신동희(2019)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Socrates의 문답법이 탐구 활동에서 가설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들의 시도는 기존 가설 생성 수업 모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즉 인과적 질문을 더욱 강조하는 것의 교수 방법적 효과를

암시한다. Socrates의 문답법은 인식론적으로 이성의 사용을 전제할 뿐

만 아니라(박병기, 2010)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의 발달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설 생성 활동에서도 더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희중, 2009). 비슷한 관점에서, Schwarz(1998)의

연구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Schwarz(1998)의 연구는 사람들이 어

떤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회상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이들

의 System 2(즉, 숙고적 사고) 활성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회상이 용이한 상황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

도록 요청받게 되어 정보의 회상이 용이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System

2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Kahneman, 2018). 더 타당한 가설은 과

학 이론 및 증거들과 정합성이 더 높은 가설이므로, 이러한 가설을 추론

해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숙고적 사고, 즉 System 2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예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당화 요청이 이후 탐구에서 타당한 가설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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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두 집단을 대상으로 표면장력 크기에 관한

각자의 예상을 쓰게 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요청한

후, 이어지는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두 집단이 생성하는

타당한 가설의 수를 비교하였다.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정당화 수준을

높이는 처치는 정희경과 신동희(2019)나 Schwarz(1998)가 시도한 ‘자신

의 이해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접근’과도 유사하므로, 자신의 예상

을 더 많이 정당화한 학생들이 이후에도 타당한 가설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생성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각자의 예상에

대하여 인과적 질문을 강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처치를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라고 칭했다.

4.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화학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40명이다. 연구 참여자 모

집이 끝난 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A집단과 B집단 각각 20명씩 무

작위 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4-1]와 같다.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개인적 수준

의 인과적 질문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는 기초 연구로서, 기본적으로 추

론 능력을 갖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3장에서 과학교사

들은 추론 능력보다는 배경지식 유무가 합리적 가설 생성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는

합리적 가설 생성을 위해 최소한의 추론 능력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탐구주제인 표면장력 측정과 관련하여 최소

한의 지식은 갖고 있지만, 표면장력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지는 못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것은 부족한 배경지식 조건으로서, 연구 참여자

들이 한 번에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가설

을 생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건일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표면장력에 대해 일반화학 및 물리화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고 하였지

만, 그들 모두 표면장력의 정의와 같은 구체적인 개념은 정확히 알지는



- 62 -

못한다고 말했다. 셋째,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었다. Leite et al. (2007)에 따르면, 액체 상태에 대한 예비 과학교사들의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액체 현

상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생이자 예비 과학교사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연구로서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갖기를 추

구하였다.

집단 구분 학년
성별

총합
남 여

A집단

1학년 3 2 5

2학년 3 0 3

3학년 2 2 4

4학년 1 3 4

5학년 이상 3 1 4

총합 12 8 20

B집단

1학년 3 1 4

2학년 1 2 3

3학년 3 2 5

4학년 2 2 4

5학년 이상 2 2 4

총합 11 9 20

[표 4-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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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특히 표면장력 개념을 탐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도입되는 표면장력 개념

은 그 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

은 잘못된 선이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Park et al., 2020). 표면장

력은 단위 면적을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J/m2]로 정의되지만, 고등학

교와 대학 교육에서는 표면장력은 주로 분자간 인력에 의존하는 물리량

이라거나 부피 대비 표면적을 줄이려는 특성으로만 묘사되곤 한다(교육

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Atkins & Jones, 2010; Atkins & de Paula, 2006; Chang, 2010;

Zumdahl & Zumdahl, 2003).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반화학

및 물리화학 교과서에서는 에너지 차원[J]에 비해 면적 차원[m2]은 거의

다뤄지지 않으며(Park et al., 2020), 본 연구 참여자들이 배우는 일반화

학과 물리화학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Atkins & Jones, 2010;

McQuarrie & Simon, 1997).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표면장력에 대

하여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여러 번 생성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이유는 표면장력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이 일반화학 수준에서

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텐셜 에너지,

분자간 상호작용, 분자 크기, 단위 면적, 분자 개수 등은 고등학교 화학

이나 일반화학 수준에서도 흔히 다뤄지는 개념들이다. 컴퓨터 기반 표면

장력 측정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분자구조, 분

자량, 끓는점, 녹는점, 밀도, 몰부피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1학년 학

생들도 상당히 익숙한 개념들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

는 개념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설들을 생성할 수 있고, 표면장력의 의

미를 어느 정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끓는점/몰부피2/3’ 식도 그러한 가설

들 중 하나이다(Park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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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지

본격적인 탐구 활동에 앞서, 학생들은 표면장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예

상에 대하여 정당화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위한 활동지는 물, ethylene

glycol, diethylene glycol의 구조식, 분자량, 밀도, 녹는점, 끓는점, 몰부피

값들이 주어졌을 때 화합물들의 ‘표면장력의 크기 순서를 나열하는 문항’

과 그렇게 예상하게 된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적는 문항’으로 구

성된다(부록 5). 이 활동지 문항들은 Park et al. (2020)의 연구를 참고하

여 구성된 것이다. Park et al.은 화학교육 전공의 대학생들이 물,

1-propanol, ethylene glycol의 표면장력 크기를 예상할 때, 모두 분자간

인력의 크기의 척도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학생들은 다른

요인보다 끓는점이나 수소결합, 분산력 등의 오직 분자간 인력 관점에서

만 세 화합물의 표면장력 크기를 순서 지었다.

본 연구에서 활동지의 첫 번째 문항이 집단 구분 없이 공통적이었던

반면, 두 번째 문항은 A집단과 B집단이 조금 달랐다. A집단은 자신의

예측에 대한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1개만 적도록 요청받았고, B집

단은 4개를 적도록 요청받았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의 설명의 정합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각각의 이유에 대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적

도록 했다.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 인과적 질문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이 활동은 표면장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기보다는 개인적 수준에서 인과적 질문에 답하는 활동이 이후 가

설 생성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활동의 의

미가 강했다. 다시 말해서, 표면장력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에서

정당화를 요구하는 정도에 차이를 두었을 때 이후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

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

다. 위에 기술했듯이, 연구자는 집단 별로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해야 할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의 개수를 달리 설정했다. Kahneman(2018)에

따르면, 머릿 속에서 정보를 더 많이 인출해야 할 때, System 2가 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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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작동한다. 본 저자는 이러한 심리학적 배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예

상에 대하여 더 많이 정당화하는 노력이 System 2 작동을 유도하고, 결

과적으로 이후 탐구 상황에서도 더 숙고적인 가설 생성을 야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연구자는 집단별 System 2 활성화 정도에 있어 차이를 강화

하기 위해, 정당화 활동 시간에 관한 조건을 추가하였다.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 시간은 원래 10분으로 설정되었지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모든 문항에 답을 하면 곧바로 활동지를 제출토록 했다. 그리

고 문항에 답을 다 채우지 못하면 10분이 될 때까지 답을 고민하도록 했

다. 정보의 회상이 증가할수록 System 2가 작동하므로(Kahneman,

2018),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더 많이 써야 했던, 그래서 더 긴

시간동안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정당화해야 했던, B집단은 A집단에 비

해 System 2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지는 연구자 1인이 제작한 후, 과학교

육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2인의 검토를 받았다.

4.3.2.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

학생들의 탐구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

한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사용하였다(부록 1).

4.4.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 모집은 2019년 5월에서 2019년 6월 사이에 이뤄졌다. 연

구자는 미리 학과 강의 교수님들의 허락을 얻은 뒤, 수업 직전과 직후에

4번에 걸쳐 강의실을 방문하였다. 강의실 칠판 앞에서 또는 강의실 주변

을 돌며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때 연구의 잠재

적 위험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화학교육과 학생 자치공간

(예를 들어, 과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4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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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에서 2019년 8월 사이에 빈 세미나실에서 개

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자신의 집단에 맞는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지’를 최대 10분간 작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상에 대한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모두 기입하면 주어진

10분을 모두 기다리지 않고서도 활동 수행을 종료할 수 있었다.

정당화 활동 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

를 배부하고(부록 3), 프로그램 사용의 시범을 보였다. 이때의 시범은 ‘끓

는점이 무엇에 비례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시범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후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사용할 프로그램과 유사했다.

연구자는 끓는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분자량 데이터(methyl salicylate,

1-octanol, anisole, 1-pentanol)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측정과 수식 설

정을 번갈아 수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R2 값 변화에 주목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하면서 자

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연습시켰다. 시범과 연습이 끝나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조작해야 할 프로그램을 켜고 시범 프로그램과 다른 점을 설

명해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연구자가 ‘표면장력(mJ/m2)’ 셀과 그래프의

y축 제목을 가리키며 표면장력의 단위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말해준 것

이었다. 표면장력의 단위는 활동지에는 표현되지 않고, 오직 프로그램에

만 표현된 것이었다 (부록 1의 그림 A-3).

시범 및 연습이 끝나고, 연구 참여자들은 종이와 펜을 제공받은 뒤 30

분 동안 외부와 단절된 개별 공간에서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들은 ‘표면장력이 무엇에 비례하는가’라는 실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수식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때

학생들이 제안한 수식과 같은 답들을 ‘가설’이라고 칭했다. 한편, 본 연구

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중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고 요청되

었다(think-aloud 기법). 이는 추론 과정을 분석하여 생성된 가설의 종류

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실험 조작 화면과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는 녹

화 프로그램과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화 및 녹음되었다. 학생들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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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결과와 실험에서의 발화 및 컴퓨터 조작 데이터가 본 연구의 자료

로서 취급되었다.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모든 자료는 전사

되어 컴퓨터 문서 파일로 저장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발화와 실험

조작(예를 들어, 표면장력 측정과 가설 생성) 자료의 경우, 1분 간격으로

구분지어 전사되었다. 전사가 끝난 뒤, 연구 자료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코딩되고 분석되었다.

4.5. 분석 방법

학생들이 세운 가설을 타당한 가설, 불완전한 가설, 귀납적 추측, 막연

한 추측으로 코딩하였다([표 4-2]). 이때, 단순히 학생들이 표면장력 측

정 실험의 ‘수식창’에 입력한 수식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당

화 활동과 실험에서의 발화 자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코딩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했다(부록 6). 예를 들어, 어떤 참여자가 수식창에 ‘분자량’

을 입력하였다고 했을 때, 이 참여자의 발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가설이 어떤 사고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타당한 가설은 귀추적 사고에 따라 생성된 가설로서 기존의 과학지식

체계와 그럴듯한 추론 관계에 있는 가설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가

설 생성 연구들에서 추구되는 과학지식 생성을 위한 가설이기도 하다

(Jeong & Kwon, 2006).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이 세운 타당한

가설에는 ‘분자간 인력 가설’, ‘구형 응집 가설’, ‘표면장력 단위 가설’ 등

오직 세 가지 종류만이 있었다. 이는 교과서에서의 표면장력 지식이나

표면장력 측정 실험 화면에 표시된 표면장력 단위로부터 귀추된 것들이

었다.

불완전한 가설은 기존의 과학지식 체계와 그럴듯하지 않은 추론 관계

에 놓여 있는 가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면장력이 액체의 관한 성질

이라는 사실로부터 액체의 온도 범위가 클수록 표면장력이 클 것이라는

가설 등이 있었다. 도입된 근거가 타당하지 않기에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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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추론(즉, 귀추적 사고)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가설로 분류되었다.

막연한 추측은 현상의 피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며 숙고 없이 마구잡

이로 생성된 추측을 의미한다. 이것은 Klahr와 Dunbar(1988)의 연구와

Dunbar(1993)의 연구에서 언급된 실험가(experimenter) 가설과 비슷하

다.9) 예를 들어, 부족한 정보로 인해 눈에 보이는 물리량들을 수식창에

아무거나 입력하는 경우(실험 공간 탐색)나 어느 정도 확립된 가설의 구

성요소 중 일부분들을 무작위 바꿔보는 경우(요행적 정교화)가 이에 해

당한다.10) 이 외에도, 이전에 생성한 타당한 가설이나 불완전한 가설, 귀

납적 추측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입력하는 경우도 새로운 추론

이 없었으므로 막연한 추측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귀납적 추측은 일반화된 규칙성에 기반하는 추측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면장력이 몰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세운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교육학계에서는 귀납적 일반화

에 의한 이러한 추측을 가설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박종원, 2000; Jeong

& Kwon, 2006).

코딩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단 사이에, 타당한 가설, 불완전한

가설, 귀납적 추측, 막연한 추측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9) Klahr와 Dunbar(1988)와 Dunbar(1993)는 가설의 종류를 이론가(theorist) 가

설과 실험가(experimenter) 가설로 구분했다. 이러한 용어는 과학 및 과학철학

적 관점에서 정의된 것이기보다는 심리학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었

다. 이론가 가설과 실험가 가설은 각각 가설 생성에 있어 장기기억을 사용했는

지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10) 본 연구자는 요행적 정교화나 이를 비롯한 막연한 추측들이 과학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Kuhn(200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이론들은 큰 줄거리에서 동일한 이론임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임시방편적ad hoc 조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학적 지식은 종종 이런 지식

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찰이나 이론의 수정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이다.”(p. 35)

다만 본 연구자는 막연한 추측을 생성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이 떨어

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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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 표본 크기는 20이었으며, 모수 통계 기법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해야 했다

(Sani & Todman,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종속변인에 대해

정규성 가정 또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모수 통계 기법

대신 비모수 통계 기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러 종속변인을 각각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다중 비교이기 때문에, 1종

오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nferroni 교정을 통해 α 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취했다(Huberty &

Morris, 1989).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Dunbar(1993; Klahr & Dunbar,

1988)가 대학생들의 가설 생성 과정을 분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unbar의 기준대로 전체 α 수준을 .050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의 수를

고려하여 개별 α 수준을 .012로 설정하였다.

타당한 가설 예시 설명 및 예시 발화

분자간 인력 가설

(예: 끓는점, 녹는점,

분자량 등)

설명: 일반화학 교과서 지식으로부터 유도된 가설로서, 표면장력

이 분자간 인력에 비례한다는 추론에 근거함.

예시 발화: “음, 표면장력은 내가 알기로는 분자간 상호작용이 크

면 표면장력이 큰데 그러면 분자간 인력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거

가. 뭐 만약에 분자간 상호작용이 높다면 분자들끼리 끊는 것도

힘들테니까 녹는점이랑 끓는점도 높을 거고.”(A18)

구형 응집 가설

(예: 1/몰부피, 밀도

등)

설명: 액체가 응집되려는 표면장력의 성질(즉, 액체 화합물들이

부피 대비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성질)로부터 유

도된 가설로서, 더 많이 응집될수록 더 큰 표면장력을 가질 것이

라는 추론에 근거함.

예시 발화: “표면장력은 구형으로 만들려는 힘인데 표면장력이

크다라는 거는 왠지 안으로 뭉치려는 게 강한 거니까 밀도가 크

고 몰부피가 좀 작고 이럴 것 같으니까.”(B14)

표면장력 단위 가설

(예:

끓는점/몰부피2/3 등)

설명: 표면장력의 정의이자 단위[mJ/m2]로부터 유도된 가설로서,

표면장력이[mJ/m2]을 만드는 물리량의 조합에 비례한다는 추론에

근거함.

예시 발화: “일단 분자간 인력이 온도에 몇 차로 비례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표면장력이 m2가 m2이 있는데 이거는 밀도나

[표 4-2] 가설 코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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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부피 같은 걸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

니다... 일단 에너지와 온도는 나중에 차수를 조율을 해보고, 길이

단위만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몰부피 3분의 2승을 하면 온

도 부의 몰수의 3분의 2승 나누기 cm의 제곱으로 되니까.”(B21)

불완전한 가설 예시 설명 및 예시 발화

(끓는점-녹는점)

설명: 표면장력이 액체에 관한 성질이므로,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클수록 표면장력이 크다는 추론에 근거함. 표면장력을 액

체의 온도 범위와 관련지었지만, 그 추론 과정이 타당하지 않음.

예시 발화: “표면장력은 결국 액체에 관한 건데. 그러면 액체로

존재하는 부분이 길면 좋다는 건가?”(A8)

분자량

설명: ‘표면’장력이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분자의 표면에 비례한다

는 추론에 근거함. 표면장력을 분자의 표면적과 관련지었지만, 그

추론 과정이 타당하지 않음.

예시 발화: “분자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장력의 클 것이라 생각.

분자의 표면적을 어떻게 구하나?”(A14)

막연한 추측 예시 설명 및 예시 발화

다양함

(예: (밀도+끓는점),

(밀도+끓는점)/녹는

점, 분자량 등)

설명: 추론보다는 우연적으로 추측을 생성하며, 추측에 있어서 어

떠한 과학 이론적 논의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예시 발화: “일단 상관관계를, 하나씩 변인을 넣어서, R2 값을 확

인을 해보려고 합니다.”(B10)

귀납적 추측 예시 설명 및 예시 발화

(분자량+끓는점)/몰

부피

설명: 표면장력이 분자간 인력에 비례한다는 가설이 반례에 부딪

히게 되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표면장력이 몰부피에 반비례

한다는 가설을 세움.

예시 발화: “Mestylene, mestylene은 표면장력이 왜 이렇게 크

지? 끓는점 하고 분자량 모두 decane보다 작은데 decane보다 표

면장력이 커버리네? 몰부피는 작은 게 유리하구나.”(A3)

밀도*끓는점/몰부피

설명: 분자간 인력 가설 및 구형 응집 가설, 막연한 추측을 통해

표면장력이 ‘(밀도*끓는점)’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은 후, 화합물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기에 표면

장력이 몰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추가함.

예시 발화: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몰부피

가 작은 편이고 끓는점이 높은 편이고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밀도를 키우고 끓는점을 키우고 몰부피를 줄이면..”(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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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결과 및 논의

4.6.1.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 결과

개인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으로서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의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었다. A집단에서는 단 한 명만이 자신

의 예상에 대하여 1개의 이유만을 댔고, 나머지 학생들은 2개의 이유를

댔다. B집단의 학생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까지 이유를 기술하여, A

집단의 어떠한 참여자들보다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더 많이 정당화를 하

였다. B집단에서 평균적으로 작성한 이유의 개수는 6.05개였다.11) A집단

(17명)과 B집단(20명) 대부분 ‘분자간 인력 가설'을 생성하였으며, ‘구형

응집 가설'은 오직 B집단(2명)에서만 생성되었다. ‘표면장력 단위 가설'

을 생성한 사람은 전무하였는데, 왜냐하면 단위는 활동지 상에 표현되지

도, 연구자가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1)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에서는 ‘이유’와 ‘각각의 이유에 대한 이유’

를 모두 ‘이유’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이유 1개’와 ‘그것에 대한 이유 1개’를

‘이유 2개’라고 해석한 것이다. 정당화 활동의 초점은 단지 실험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예상에 대한 이유를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해보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오

히려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했을 때 ‘이유’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유’라

고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었다.

A집단 B집단

1개: 1명 2개: 19명
3개: 1명 4개: 3명 5개: 3명

6개: 6명 7개: 1명 8개: 6명

[표 4-3]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에서 학생들이 서술한 이유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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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가설 생성에 대한 인과적 질문 전략의 효과

김기현(2007)에 따르면, 탐구의 합리성은 단순히 탐구의 결과만을 평

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탐구라면 그 과정

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탐구의 한 요소인 가설 생

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타당한 가설을 세우도록 유도하는지를

분석한다.

실험 과정에서 A집단과 B집단 학생들이 생성한 가설들은 대개 비슷

한 모습을 보였다([표 4-4]). 즉, 학생들이 세운 가설들의 겉보기 특징에

있어 집단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두 집

단 모두 분자간 인력 가설에 관하여 ‘끓는점’, ‘녹는점’, ‘분자량’ 등의 가

설들을 흔히 생성하였다. 구형 응집 가설이나 표면장력 단위 가설 또한

두 집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막연한 추측, 귀납적 추측들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언정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차이는 없

었다. 그나마 불완전한 가설의 경우, A집단이 B집단보다 그것을 더 많이

생성하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한다는 차이는 있었다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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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집단 B집단

타당한

가설

분자간

인력 가설

· 끓는점

· 녹는점

· 분자량

· 끓는점

· 녹는점

· 분자량

구형 응집

가설

· 분자량*밀도/몰부피

· (분자량+끓는점)/몰부피

· 분자량/몰부피

· 녹는점*밀도

표면장력

단위 가설

· 끓는점*/(1/몰부피)^(2/3)

· 밀도/(분자량*몰부피)

· 끓는점/몰부피

· (끓는점)/(몰부피)^(2/3)

· 끓는점/몰부피

· (밀도)^(1/3)/(몰부피)

불완전한 가설

· (끓는점-녹는점)/(밀도):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

가 클수록 표면장력이 클 것

이다]

· 밀도*끓는점/분자량:

[분자량이 작을수록 반발력

이 작아서 표면장력이 클 것

이다]

· 분자량:

[‘표면’장력이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분자의 표면에 비례

한다]

· 끓는점/몰부피:

[표면장력은 인력이 아닌 인

력의 밀도에 비례할 것이다]

막연한 추측

· (끓는점)/(밀도)

· (끓는점)/(밀도^2)

· (녹는점)/(밀도^2)

· (끓는점)/(밀도^3)

· 끓는점/몰부피^2

· 끓는점^2/몰부피

· 끓는점^3/몰부피

· 끓는점^4/몰부피

귀납적 추측

· 1/몰부피: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몰부피 값이 클수록 표면장

력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 끓는점/분자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분자량 값이 클수록 표면장

력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 몰부피^(2/3)-녹는점/분자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녹는점 값이 클수록 표면장

력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 끓는점/몰부피: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몰부피 값이 클수록 표면장

력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표 4-4] 집단별 학생들이 세운 가설들의 예시(대괄호는 학생들의 사고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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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단에 따라 학생들이 세운 가설의 개수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인과적 질문 전략이

대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표 4-6]), 자신의

예상에 대해 더 많은 정당화를 요구한 B집단이 A집단보다 타당한 가설

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생성하였다(p<.012). 그 외, 불완전한 가설, 귀납

적 추측, 막연한 추측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

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 과학교사들 모두 가설이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질수록 더 좋다고 인식한다(김지영 & 강순희, 2006; 박형용,

2017; 신지홍, 2018; 엄경화 & 김영수, 2012; 염혜민, 2012). 그러나 가설

에 대한 인식과 가설 생성 능력이 반드시 일치한 것이 아니다(박형용,

2017; 엄경화 & 김영수, 2012). 연구 1에서 과학교사들은 실제 학생들이

세우는 가설은 직관적인 특징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pa

타당
A 20 15.88 317.50

107.500 .007
B 20 25.13 502.50

불완
A 20 23.53 470.50

139.500 .039
B 20 17.48 349.50

막연
A 20 20.73 414.50

195.500 .909
B 20 20.28 405.50

귀납
A 20 22.10 442.00

168.000 .341
B 20 18.90 378.00

a p는 정확 유의확률(양측)을 의미한다.

[표 4-6] 집단에 따른 Mann-Whitney U 검정 결과

구분 타당한 가설 불완전한 가설 막연한 추측 귀납적 추측

A집단(N=20) 23 8 536 26

B집단(N=20) 37 1 507 16

[표 4-5] 집단에 따른 가설 및 추측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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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학생들이 생성한 추측의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이었다([표 4-5]). 이

는 전 탐구과정을 거치는 중에 학생들이 대부분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비

중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즉, 숙고적 사고, System 2)를 자극

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이후 스스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가설, 즉 합

리적 가설을 세우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연구들에서

도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였을 때 이후 반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 학습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는 점에서(남정희 외, 2013;

박혜진 & 강순희, 2014; 송신철 & 심규철, 2011; 윤초희 외, 2017), 이러

한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또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타당한 가설 생성에

특히 더 유효했던 이유가 그 전략의 구조상 다른 추론보다 귀추적 사고

를 유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당화 활동에서 이유를 제시하라는 요

청은 결국 인과적 질문에 답하라는 요청이며, 가설 생성을 위해 기존의

가설 생성 수업 모형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오

필석과 김찬종, 2005; 정진수 외, 2005; Lawson, 1995). 어떤 이유가 되었

든 인과적 질문 전략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후 탐구과정에서 이론에 근거

한 타당한 가설을 세우도록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참여자들이 생성한 ‘표면장력 단위 가설’을 고려했을

때 더욱 명백하다. 본 저자는 정당화 활동지에는 표면장력 단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반면,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는 실험 전에 모

든 학생들에게 모니터 상에 표시된 단위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당화 활동에서는 ‘표면장력 단위 가설’을 전혀 생

각하지 못했지만, 탐구 과정에서는 ‘표면장력 단위 가설’을 생성할 수 있

게 되었다. 표면장력 단위를 활용하여 가설을 세운 학생이 A집단은 단

3명이었던 반면, B집단은 10명이었다(χ2(1)=5.6, p<.05). ‘표면장력 단위

가설'은 타당한 가설이며 배우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면에

표현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위 정보를

똑같이 제공했는데도 B집단이 A집단보다 ‘표면장력 단위 가설'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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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더 많이 생성했다는 사실은, B집단이 A집단보다 표면장력의 원

인의 관점에서 가설을 생성하고자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타당한 가설 외에 불완전한 가설이나 귀납적 추측, 막연한 추측 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A집단이 B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B

집단이 타당한 가설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A집단은 그보

다 타당성이 더 낮은 수준의 가설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7. 요약 및 시사점

연구 2에서는 화학교육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설 생성에 대

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학생들을 A집단(N=20)과 B집단(N=20)으로 나눈 후, 사전 활동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사전 활동은 최대 10분 동안 세 가지 물질의 상대적인

표면장력 크기의 순서를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때 A집단은 이유를 2개까지 쓰고, B집단은 이유를 8개까지

쓰도록 요청받았다. 그리고 이후 30분 동안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학생들이 설정한 가설

을 토대로 학생들의 가설 및 추측을 코딩하였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다

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B집단이 A집단보다 타당한 가설을 더 유의미하게 많이 생

성했다.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더 많이 요

구할수록 학생들의 System 2가 활성화되거나 귀추적 사고가 동기화되어

학생들이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고자 노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은 A집단과 B집단이 세운 표면장력의 ‘표면장력 단위 가설’ 수

를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실험 직전에 연구자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

된 표면장력 단위의 존재를 모든 학생들에게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사용하여 가설을 세운 학생들은 A집단이 고작 3명인 반면 B집단

은 10명이었기 때문이다. 즉, 인과적 질문 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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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고 동기화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타당한 가설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가설 및 추측은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A집단이 B집단보다 더 많았다. 이는 B집단이 타당한 가설

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A집단은 그보다 타당성이 더 낮은

수준의 가설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가설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

한 끊임없는 반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가설 생성 수

업 모형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귀추적 사고를 통해 현상에 대

한 잠정적인 설명항을 찾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오필

석과 김찬종, 2005; 정진수 외, 2005; Lawson, 1995). 그러나 이 수업 모

형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인 설명항을 찾도록 얼마나 강조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희경과 신동희(2019)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Socrates의 문답법이 탐구 활동에서 가설을 정교화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이 또한 양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

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개인적이고

제한된 맥락이지만, 학생들에게 원인과 관련하여 더 많은 반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가설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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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3: 상호작용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화학

자유탐구에서의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조화 가능성

5.1. 연구 필요성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탐구의 필요성이 제안된 이래로 국내 과

학교육학계에서 자유탐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박기수, 2019). 자유탐

구란, 주제 선정, 탐구 계획 수립, 탐구 수행, 보고서 작성 등 탐구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탐구를 말하는데, 이것은 종종 개방

형 탐구(open inquiry) 또는 참탐구(authentic inquiry)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과학자들의 실제 탐구활동에 비유되기도 한다(박기수, 2019; Chinn

& Malhotra, 2002; Martin-Hansen, 2002; Sadeh & Zion, 2009). 자유탐

구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교사

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유탐구

를 통해 실제적인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이나 과정적 지식, 비판적 사고

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Sadeh & Zion, 2009).

자유탐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탐구의 교육적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탐구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전영석과 전민지(2009b) 그리고 정현주 등(2013)

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자유탐구 지도전략을 제안

하였고, 정용욱 등(2014)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영재고등학교 수준에서

연구단계별 질문목록을 개발하였다. 특히, 박기수(2019)는 실행연구를 통

해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자유탐구 상황에서 교사가 ‘지원적 안내자’보다

는 ‘참여적 안내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단순히 탐구 방향을 조언하고 도구만을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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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들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그들

의 행동에 반응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탐구 전반에 대한 지도 전략을 고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각각

의 탐구 단계에 초점을 둔 세부적인 전략까지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가설은 놀라운 현상에 대한 인과적 질문과 과학적 설명을 연결

하는 관문으로서 과학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권용주 외,

2003). 특히, 과학자들의 탐구로 비유되는 자유탐구에서는 새로운 과학지

식을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가설 생성의 중요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

다. 따라서 자유탐구 중에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

생들로 하여금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과학자의 활동에 더 가까운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탐

구 맥락에서 가설 생성과 관련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에서는 자유탐구 맥락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설 생성을 분석한

양일호 등(2008)의 연구 외에는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자유탐구 자체가 수행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거니와(박기수, 2019; 전영

석 & 전민지, 2009a; Settlage, 2007) 가설 생성 자체도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지영 & 강순희, 2006).

본 논문의 연구 2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대학생들

로 하여금 과학지식 관점에서 타당한 가설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

인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개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예상에 대

하여 과학적인 이유를 더 많이 강조하였을 때 이들은 이후 컴퓨터 기반

실험에서 타당한 가설을 더 많이 세울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연구 2에

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은 개인적이고 제한된 맥락에서 적용된 것이기 때

문에, 그러한 전략이 실제 상호작용적 자유탐구 맥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인과적 질문 전략의 모태인 문답법을 사

용한 정희경과 신동희(2019)의 연구에서도 그것이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과학교육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이 더욱 전망있는 까닭은 그것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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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타당한 가설을 세우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끊임

없이 질문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점차 성숙해지

도록 하는 발달적 관점을 전제한다(박병기, 2010; 이영문, 2007). 따라서

인과적 질문 전략은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학생들의 발달적 관점

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화학 자유탐

구 맥락에서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

에는 어떤 세부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지식 관점에서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설 생성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인

과적 질문 전략이 학생들의 발달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5.2. 연구 맥락

연구 맥락은 서울시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화학분

과 활동이었다. 사사과정 활동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0

개월의 28차시 수업(총 12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표 5-1]). 처음 1차시

부터 5차시 수업까지는 연구자인 교사에 의해 오리엔테이션과 자유탐구

소개 활동이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잘 모르던 세 명의 학생들은

친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탐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까지도 경험

할 수 있었다. 이후 6차시부터 2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으로 탐구를 수행하였다. 즉, 문제 발견,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수

행, 결과 해석 등의 과정을 학생들이 주가 되어 수행했다. 실험은 대학교

실험실 바로 옆에 있는 세미나 실에서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필요한 실

험 도구 및 시약들은 실험실에서 바로 바로 조달되었다. 추가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가용한 예산 수준에서 구매하였다. 탐구 활동에서 학생

들은 자신이 수행한 실험의 과정, 결과, 논의 등을 온라인 저장 공간(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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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rive의 공유폴더)에 바로 바로 입력하도록 지시되었다. 23차시

부터 28차시 수업에서는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

과 발표대회에 대비하여 발표자료를 제작하고 발표 연습을 진행하였다.

발표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고, 발표 연습은 교사에 의해 안내되

었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12차시부터 22차시 수업이었다. 1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전기

장에 의한 이온의 이동 실험을 진행하던 중, 황산 구리 수용액의 전기분

해 시 구리 전극에서 수용액 표면을 따라 2차원적으로 구리가 석출되는

현상(이하, 위석출)을 발견하였다([그림 5-1]). 이러한 위석출 현상은 일

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석출 양상(즉, 수용액 속 구리 전극 표면

에서 구리가 석출되는 모습. 이하, 아래석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후, 학생들은 이러한 위석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가설의 생성과 검증을 반복하여 최선의 설명 체계를 만들어나갔다. 결국,

학생들의 탐구 결과는 이들이 소속된 영재교육원 화학분과 대표 연구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

표대회 화학 분야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12)

12) 2019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 심사

기준.

1-5차시

(30시간)

⇨

6-11차시

(36시간)

⇨

12-22차시

(56시간)

⇨

23-28차시

(6시간)

· 오리엔테이션

· 자유탐구 소개

· 이전 사사과정

활동 소개

· 탐구문제 탐색

· 위석출 현상

발견 및 위석

출 현상 탐구

· 대학부설 과학

영 재 교 육 원

사사과정 연

구성과 발표

대회 준비

[표 5-1] 학생들의 탐구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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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자료 심사방법 심사요소

서면심사

(30점)

각 영재원 별

논문 6편

분야 별

서면심사

주제선정 및 계획수립, 가설 수립과 설계,

문제해결 과정, 결과평가 및 환류 등

발표심사

(70점)

각 영재원 별

발표자료 6편

분야 별

발표심사

자기주도성, 창의성, 협동성,

완성도, 명확성 등

※ 학생들이 전체 연구과정에서 주도적 참여하고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 참여한

과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팀 선정요망.

※ 참가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교수 및 교사가 주도한 과

제일 경우 감점처리될 수 있음.

[그림 5-1] 학생들의 탐구 사진 (a) 과망가니즈산(MnO4-) 이온의 이동

실험, (b) 구리 이온(Cu2+)의 이동 실험, (c) 위석출 현상(전기분해 시 금

속이 수용액 표면에서 2차원적으로 석출됨), (d) 위석출과 대비되는 아래

석출 현상(전기분해 시 금속이 전극 표면에서에 석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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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과정 활동 내내 교사는 학생들과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다. 단순

히 학생들과 공간 및 시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

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학생이었던 박희

아(가명)는 탐구 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되게 자유로웠죠. 제가 선생님한테도 장난 많이 쳤던 것도

뭔가 그냥 그냥 다 친구 같았어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발화1: 탐구가 끝난 후 박희아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친밀한 분위기는 교육적 맥락에서 Socrates 식 문답법을 사용함

에 있어 van Zee와 Minstrell(1997b)이나 정희경과 신동희(2019) 등이 강

조했던 부분이었다. 또한,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자유탐구 수행을 연구한

박기수(2019)가 더 나은 자유탐구를 위해 제안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를 오직 간

접적으로만 돕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본적으로 재료 및 시약을 준비하

는 것 이외에 교사는 두 가지 원칙으로 학생들을 대하고자 노력했다. 첫

째는 학생들이 탐구를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

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탐구 대상인 어떤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직

접적으로 묻거나 큰 고민 없이 그 현상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고 묻는 경

우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교사에 의해서 탐구 과정

이 안내되는 탐구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학생

들에게 탐구를 일임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현상과 관련하여 구

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탐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갈피를 못 잡을

때에는 설명과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상의 원인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강

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왜 그런

지를 계속적으로 묻거나 학생들이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적으로 물었다. 특히, 후자는 학생들의 이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

로 하여금 인과적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의 답을 찾게 하기 위한 의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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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학생의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화법은 다

음과 같은 식이었다.

(상황: 학생들은 계속된 실험을 통해 위석출이 전극의 양 모서리

에서 잘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가위로 전극을 자

를 때 전극 모서리에 생긴 스크래치가 위석출 결과에 영향을 준

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전극에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

사포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석출은 여전히 전극

의 모서리에서만 일어났다.)

교사: 그냥 네모난 판도 끝에서만 나오지 않았어?

최가은: 네.

교사: 왜?

박희아: 그 이유를 저희가 아직 못 밝혔어요.

최가은: 근데 문제가.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잘라 가지고 뭔가 스

크래치가 있었나 했는데, 사포로 긁어서 (위석출이) 더 안

나왔었어요.

교사: 그런데 왜? 왜 끝[전극의 모서리 부분]에만 생겨?

박희아: 그래서 우리 막 각져서 그랬다고. 일단은 각져서 그런 걸

까 예상을 했었잖아?

교사: 석출이 된다는 게 뭐예요?

최가은: 그쪽에 전자가 온다.

교사: 전자가 왜 그쪽으로만 가?

최가은: 그쪽이 +극이 제일 강하니까.

(발화2: 17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이 대화 사례에서 학생인 최가은(가명)은 교사의 계속된 질문에 모서리

부분에 위석출이 잘되는 이유가 전극의 모서리 쪽이 +전하가 제일 강하

게 몰리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탐구 과정에서 현상의 원인에 초점을

두어 계속적으로 질문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에

따른 해석을 최대한 자극했다는 점에서 정희경과 신동희(2019)의

Socrates 식 문답법이나 연구 2에서 논의한 인과적 질문 전략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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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소집단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전략을 상호작용적 수준에서의 인

과적 질문 전략이라고 칭했다.

5.3. 연구 참여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화학탐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교사인 연구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 세 명이었다. 당시 연구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을 전공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과학교육

으로 석박통합과정 4년차에 있었던 학생이었다. 이미 분석화학실험 수업,

무기화학실험 수업, 사범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R&E 등 실험 조교로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은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인 세 명의 학생들은 모

두 여학생으로, 모두 동(同) 영재교육원 또는 타(他) 영재교육원에서 심

화과정을 이수한 상태였다. 이들은 맨 처음에 자유탐구를 진행하겠다는

본 연구자의 팀과 ‘친환경 집 만들기’를 하겠다는 다른 교사의 팀 중에

자유탐구를 해보겠다고 본 연구자의 팀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었

다. 이들은 사사과정을 시작할 당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

만, 활동 초기에 이루어진 오리엔테이션과 그들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해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도 매우 친했으며, 이렇

게 친근한 분위기가 사사과정 내내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 보

장을 위해 학생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였다([표 5-2]).

박희아 최가은 김서인

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성별 여 여 여

심화과정 이수 기관 동 영재교육원 동 영재교육원 타 영재교육원

학생별 사사과정 활동

참여 시간a

(학생별 자유탐구 활동

참여 시간)

116시간

(86시간)

102시간

(72시간)

111시간

(80시간)

a전체 사사과정 활동 시간: 128시간(전체 자유탐구 활동 시간: 92시간)

[표 5-2]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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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자료는 참여관찰 자료, 면담 자료, 현장에서

생성된 현지자료였다. 참여관찰 자료란, 학생들의 탐구과정(6차시~28차시

수업)을 녹화 및 녹음한 것이었다. 이중 12차시에서 22차시 수업이 연구

를 위해 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사과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활동은 두 개

의 캠코더와 한 개의 녹음기로 기록되었다. 영상 및 음성 파일에 기록된

발화들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 바로 전사되었다. 면담 자료란, 전체 사사

과정 활동이 끝난 후 1시간 가량의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학

생 면담을 통해 자유탐구 활동에 대한 소감과 과학탐구 및 가설 생성에

관한 인식이 조사되었다. 면담 과정 또한 녹음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직

후 바로 전사되었다. 현장에서 생성된 현지자료란, 학생들이 실험 과정

중에 기록한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탐구를 진행하면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영상을 찍고, 화이트 보드에 기록하고,

Google Drive의 공유폴더에 이를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사진 찍거나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분석되었다(Charmaz, 2006; Creswell,

2018). 연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

들,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가설 생성 활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과

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발견하

고자 노력했다([표 5-3]). 그 결과,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 측면

에서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

기’라는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고, 생성된 가설의 변화 측면에서 ‘관찰

적 가설에서 이론적 가설로’와 ‘독립적인 복수 가설에서 상호보완적인 가

설로’라는 두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

점의 조화 가능성 측면에서 ‘“연구다운 연구”의 경험’, ‘현상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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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중’, ‘교사-학생 간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가설 생성 활동의 지속’이

라는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음의 작업을 거쳤다(Crewell, 2015; 2018). 첫 번째는 삼각검증

(triangulation)이다. 참여관찰 자료와 현지자료, 학생 면담 자료를 삼각검

증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두 번째는 멤버 체킹(member

checking)이다. 학생들의 탐구활동 중에 “이거 왜 하는 거예요?”라는 말

하는 등 행동의 의미를 수시로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의 의도를 명료화하

고자 했다.

구분 코드 설명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현상에 대한 원인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학생들의 논리를 단

계적으로 유도함.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학생들이 제안하는 논리의 허점을 질문함.

개념 이해 확인하기

학생의 논리상에 포함된 개념의 애매성을

강조하며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질문함.

생성된

가설의

변화

관찰적 가설에서

이론적 가설로

관찰적 가설 눈에 보이는 변인으로 가설을 생성함.

이론적 가설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으로 포함된 가설을

생성함.

독립적인 복수

가설에서

상호보완적인

가설로

독립적인

복수 가설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설을 동

시에 생성함.

상호보완적

가설

가설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기존

가설을 융합함.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조화

가능성

“연구다운 연구”의 경험
탐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주체적

으로 극복해 나가는 느낌을 경험함.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집중
점차적으로 현상의 원인에 근거한 타당한

가설을 추구하게 됨.

교사-학생 간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가설 생성 활동의 지속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짐.

[표 5-3] 분석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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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과 및 논의

학생들은 위석출 현상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가설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5-4]은 학생

들이 탐구 활동 중에 세운 대표적인 가설과 각각의 탐구 시기를 보여준

다.13) 위석출 현상을 탐구하는 12차시부터 22차시 수업 동안 총 13가지

의 가설이 생성되고 시험되었다.

13) 표에 제시된 일부 가설 중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되

지 않거나 막연히 추론된 명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설이라 부르기 어렵다. 그

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의도를 가지고 해당 명제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가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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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가설 탐구 기간a

가설1: 황산 구리 수용액의 몰농도가 위석출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차시-16차시

가설2: 전류값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차시-18차시

가설3: 황산 구리 수용액의 몰농도가 전류값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4차시-16차시

가설4: 구리 전극에 다양한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이 위석출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차시-16차시

가설5: 구리 전극 면적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차시-16차시

가설6: (-)극 구리 전극 면적/(+)극 구리 전극 면적 비율이

작을수록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6차시-19차시

가설7: 구리 전극이 뾰족할수록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6차시-17차시

가설8: (-)극 구리 전극 면적/(+)극 구리 전극 면적 비율이

전류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차시-19차시

가설9: 황산 구리 수용액과 (-)극 구리 전극이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전극 모서리에 전자가 많이 몰려서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8차시-22차시

가설10: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클수록 금속이 더 잘 떠오를

수 있으므로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9차시-20차시

가설11: 가해준 전압이 클수록 위석출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되어서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9차시-20차시

가설12: 금속의 표면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석출에 의한 표

면적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져서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19차시-21차시

가설13: 이온화 경향성이 수소보다 큰 금속 수용액을 이용

하면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

에 위석출이 방해를 받아서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차시-22차시

a가설 탐구 기간이란, 어떤 가설이 최초 생성되는 시점부터 최종 시험되는 시

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단, 위석출에 대한 전체 탐구는 12차시부터 22차시

수업까지 진행되었음).

[표 5-4] 위석출 현상에 관한 가설과 가설 탐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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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

교사가 사용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부 전략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기. 이러한 세부 전략들은 가설 생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종종 각기 다른 반응을 유도하였다.

1)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새로운 논리의 생성

탐구 활동 중에 학생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웠다. 생성된 가설 중에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생성한 것도 있었고,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성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생성한 가설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변인들을 조작변인으로 둔 간단한 것들이었던 반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성한 가설들은 어느 정도 근거와 논리가 갖춰

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가설을 생성할 때, 대화의 양

상은 다음과 같았다.

교사: 석출이 뭐에요?

김서인: 석출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교사: 구리 이온 있어요, 없어요?

김서인: 있어요.

교사: 전자 있어요 없어요?

김서인: 있어요.

교사: 석출이 돼, 안 돼요?

김서인: 돼요.

교사: 근데 왜 일부분만[모서리에만] (위)석출이 돼요?

박희아: 제 말이요.

최가은: 전자가 그쪽으로만 가서.

교사: 그쪽으로 왜 가요? 전자가 왜 그쪽으로만 가지?



- 91 -

김서인: 전자가 흘러야 되니까요?

최가은: 아, 뾰족한 곳으로. 아, 뾰족한 데 제일 많이 모이잖아?

이렇게?

김서인: 그렇지. 그렇지. 피뢰침도 그 원리잖아.

(발화3: 17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 대화에서 교사는 석출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서인은 구리 이

온이 전자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교사는 실험 용액 안에 구리

이온과 전자가 있냐고 물었고, 김서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후 교사는

왜 전극의 모서리에서만 위석출이 되냐고 물었고, 최가은이 전자가 그쪽

으로만 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전자가 왜 모서리

쪽으로 가냐고 물었고, 최가은과 김서인은 전자가 뾰족한 곳으로 많이

모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사의 일반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단계적인 대화 패턴은

소집단 학생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고 스스로 타당한 논리를 만들게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대화 이전에 이미 위석출이 모서리에

서 주로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석출이 어째서 모서리에서만 주

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내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 현상

은 당시에 교사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기에 가설 생성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이러한 단계적인 대화는 석출

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타당한 가설들(가설7

과 가설9)을 세우는 데 결국 도움을 주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답하는 단계적인 문답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흐름이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가설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가설이 귀추라는 어느 정도 그럴듯한

논리를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고려하면(박종원, 2000), 교사의 단계적 논

리 유도하기 전략은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단계적인 논리를 유도하는 시도가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

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발화2에서도 왜 전극 모서리에서 위석출이 자

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답이 있었다. 발화2는 발화3과 동일한 수업 상



- 92 -

황이면서도 발화3보다는 다소 앞선 시점의 상황이었다. 발화2 시점에서

최가은은 전자가 모서리에 몰리는 이유가 그쪽에 +전하가 더 많기 때문

이라고 답했지만, 어째서 전극 모서리에 +전하가 몰리는지는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발화3에서 최가은과 김서인은 결

국 피뢰침 원리를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 발화2와 발화3의 사례는 타당

한 가설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논리를 유도하는 전략을 반

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는

단순히 한 번의 문답만으로는 떠올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집단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반복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논리의 수정

인과적 질문 전략의 두 번째 세부 전략은 학생들 논리의 허점을 제시

하는 것이었다.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한 가설들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았고, 어

떤 경우에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문답 과

정에서 그러한 허점들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하였고, 이는 학생들로 하

여금 자신들의 논리를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아래 대화는 가설4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논리를 교사가 지적하는 상

황이다.

교사: (위석출에) 뭐가 영향을 주는 걸까?

김서인: (위석출이 일어나는 게) 표면 문제 아니야? 표면 문제?

최가은: 표면에 뭘 줘야 된다는 거야?

김서인: 전극 표면에.

최가은: 얘가. 너가 (전극을) 에탄올로 씻었잖아. 그거가 남아있던

거 아니야?

박희아: ... 지금 소름 돋았어. 에탄올. 그래 내가 에탄올 이상하다

했어.

교사: 에탄올이 뭐가 문제에요? 에탄올 다 날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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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은: 음... 구리를 막나? 한 층을 만드는 거 아냐?

박희아: 그렇지. 붙었던 거지.

(발화4: 15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 대화에서, 최가은은 위석출이 구리 전극을 닦은 에탄올에 의해서 발

생한 것이 아니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희아는 그럴 수 있겠다고 동

의했다. 그런데 이때 교사는 에탄올이 이미 전극에서 증발한 것 아니냐

는 허점을 지적했다. 즉, 에탄올이 이미 증발했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 에

탄올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최가은과 박희아는 에탄올

이 그래도 구리 전극 위에 한 층은 붙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후

에탄올과 아세톤 등 여러 액체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최가은의 초기 논리는 적어도 ‘구리 전극 표면에 붙어있는 에

탄올 한 층이 위석출을 발생시켰을 것이다’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

하면 최가은은 교사의 지적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뒤 위와

같은 논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예상하건대 아마도 초기에 최가은이 가

졌던 생각은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위석출을 발생시켰을 것이다’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대화는 교사의 허점 지적에 따른 논리의 수

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대화는 교사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조금 더 극명한 사례를 보

여준다.

김서인: (전극) 면적이 작으면 전류밀도가 커서 전류, 그 환원속도

가 엄청 빠른데 그래서 면적 당 환원되는 구리의 양이 훨

씬 커요. 그래서 그게 환원이 돼 가지고 구리판 표면에 붙

게 되는데. 면적이 작게 되니까 물 위로 뜬다? 일단 뜨고

나면 전극과 가까워져서 결국에서는 위석출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에요.

교사: 왜 처음에 위석출이 일어나요?

김서인: 그게 지금 빈칸이에요

박희아: 유리하니까. 충분히 표면장력[표면 에너지]이랑 중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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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는 에너지까지 있으면 완벽하죠.

(발화5: 19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김서인은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전극 내 모서리 비중이 높아져서

피뢰침 원리에 의해 전자가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그리고 그렇게 전자가 몰리면 석출이 수용액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

어 그 상태로 계속 자라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 가장

큰 허점은 전자가 모서리에 몰리면 어째서 위석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가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김서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

신 박희아가 대답을 시도했는데, 전자가 몰리면 에너지가 커져서 위석출

에 필요한 표면 에너지 증가나 중력 효과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었

다. 박희아에 의해 일부 수정된 논리는 이후 각각 독립적이던 가설9와

가설12이 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논리의 허점을 제시하는 전략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허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해주었다. 결과적

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대응하지 못했을 허점들도 각자의 고민에 의해

좀 더 수월하게 수정될 수 있었다. 특히, 그러한 논리의 수정 사례로서

불완전한 논리가 종종 다른 논리들과 정합적으로 융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융합은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전략을 통해 제안되었던 기존의 다

른 논리들이 없었다면 어려웠을지도 몰랐다.

3) 개념 이해 확인하기: 정보의 탐색

인과적 질문 전략의 세 번째 세부 전략은 학생의 개념 이해를 확인하

는 것이었다. 교사의 끊임없는 인과적 질문에 학생들은 종종 새로운 용

어를 사용하여 논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곤 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세운 가설은

어쩔 수 없이 다소 애매모호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학생의 개념 이해

확인하기 전략은 앞에서 제안한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전략과 마찬가지

로 그러한 논리의 불완전함에 관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논리의 허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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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전략의 초점이 논리의 수정을 유도하는 것에 있다면, 개념 이해

확인하기 전략의 초점은 스스로 애매한 정보에 대한 탐색을 유도하는 것

에 있었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말하는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는지 개념의 애매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물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화는 학생들이 위석출 현상의 원인으로서 표면장력

용어를 도입하여 설명할 때, 교사가 구체적으로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지

를 묻는 상황이다.

교사: 서인 표면장력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김서인: 그냥 딱 표면장력이 왜 생기냐고요?

교사: 표면장력 얘기 왜 했어요?

김서인: 뭔가 저기 (수면) 아래로 방해하는 힘이 있는 거 같아서.

교사: 표면장력 왜 생겨요?

김서인: 표면장력이 왜 생기냐고요? 분자들끼리 잡아당겨서 생기

지 않을까요?

교사: 물 안에서도 분자끼리 잡아당기잖아요. 표면에서도 분자끼

리 잡아당길 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서인: 그렇죠.

교사: 그런데 물 속에서 표면장력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표면

장력은 표면에서만 이뤄지니까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지.

표면장력 왜 생겨요?

(발화6: 19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 대화에서 교사는 표면장력이 왜 생기냐고 물었고, 김서인은 분자들끼

리 잡아당기는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교사는 물속에

있는 분자들도 서로 잡아당기지 않냐 되물으면서 그렇다면 어째서 표면

장력은 표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화 이후, 개념 이해

의 부족을 느낀 김서인은 스스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표면장력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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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외에도 교사와의 문답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교사: 피뢰침 봤어요, 피뢰침?

최가은: 네.

교사: 왜 피뢰침. 번개가 칠 때 왜 뾰족한 곳으로만 가요?

최가은: 그쪽이 제일 많이 몰려 있으니까.

교사: ...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쪽으로만 가지?

최가은: 뾰족한 곳에 제일 전하가 제일 많이 몰려 있으니까?

교사: 전하가 많이 몰려? 뾰족한 곳에? 진짜?

최가은: 일반물리 교과서를 갖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발화7: 17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이 사례는 발화3 직후에 이어지는 대화였다. 학생들은 단계적 논리 유도

하기 전략에 의해 새로운 논리를 생성한 후, 계속 이어지는 교사의 질문

에 피뢰침 원리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 대화도 위의 발화6

의 대화처럼 교사가 개념의 애매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물론 표면장력이나 피뢰침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면장력이나 피뢰침 원

리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는 아마 그

개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도 이 점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보 탐색이라는 책무를 완전히 일임하지

는 않았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검색을 시도하고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

끼는 시점에 관련 개념을 설명해주었다. 만약 처음부터 교사가 적극적으

로 개념을 설명해줬다면 학생들은 괜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지도 모

른다. 그러나 스스로 관련 개념을 조사하는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연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서인: 선생님이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점이 일단은 저희의 (논리

적) 허점을 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허점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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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외면하기 쉽상이잖아요? 그런 게 논의 주제로 떠오르게

되니까 왜 그런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조사를 더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요. 제 손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게 되게 즐거

웠어요.

(발화8: 탐구가 끝난 후 김서인의 면담에서)

5.5.2. 과학지식 관점에서 가설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세 가지 세부 전략으로써 타당한

가설 생성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공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이었을 따름이었다. 이 절에서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통

시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가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분석한다.

1) 관찰적 가설에서 이론적 가설로

학생들은 탐구 초중반까지는 오직 눈에 보이는 변인들만 조작하여 가

설을 세우려고 했다. 예를 들어, 다음은 황산 구리 수용액의 몰농도가 위

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최초의 가설(가설1)을 세울 때의 학생 대

화이다.

최가은: 야, 이거 몰농도 맞추자. 오늘 좀 정확하게 해보자.

김서인: 농도 얼마로? ‘얼마로’가 가장 중요하지.

박희아: 농도를 왜 맞춰? 근데 농도가 왜 영향을 줘?

최가은: 아니 그래도 ‘가장 최대한 변인을 통제하자’ 이런 느낌?

(발화9: 12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의 대화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설을 세울 때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느낌’에 의지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석출

현상에 대한 탐구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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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이는 것을 위주로 무작위적으로 실험공간(experimental space)을

탐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Klahr & Dunbar, 1988).

가설 생성이 오직 학생들의 느낌에 의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인지 학생

들이 초반에 세운 모든 가설은 위석출 발생과 그다지 관련도 없어보였고

실험 후 해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래 대화는 구리 전극에 다

양한 조작을 가하는 것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험 결과의 해석 과정이다(가설4). 처음에 이 가설은 학생들이 구리 전

극에 표시한 네임펜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에탄올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었다(발화4). 막연한 추측에

의한 생성된 것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은 이 가설에 대한 결과 해석 과정

에서 교사의 인과적 질문에도 ‘기름이 위석출을 도와준다’라는 설명밖에

제안하지 못했다.

교사: (실험이) 제일 잘 된 게 뭐예요?

박희아: 아세톤과 올리브유[아세톤과 올리브유를 묻혔던 구리 전

극]입니다.

교사: 제일 안 된 거는요?

최가은: 에탄올이요.

교사: 잘 된 건 왜 잘될까?

박희아: ‘기름 때문에’라고 전. 일단 기름이 도와준다고 보거든요.

교사: 왜? 기름이 도와줘? 기름이 도와줘?

박희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상[순수한 구리 전극]으로

할 때보다 잘 됐으니까.

(발화10: 16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눈여겨 볼 점은 위석출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이 탐구 초중반에는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련 이론을 조사하거

나 이론적 차원의 논리를 생성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인과적 질문을 강조해도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위석

출 현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할 태도를 지니지 않은 것처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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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는 변인에 기반한 무작위적인 가설 생성과 혼란스러운 결과 해석

양상은 17차시 수업이 돼서야 바뀌기 시작했다. 즉, 학생들은 이 시점에

서야 비로소 결과 해석부터 시작하여 가설 생성에까지 타당한 방식의 이

론적 논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하였던 발화3은

가설7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이 대화에서 교사는 왜

위석출이 전극 모서리에서만 나타나는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의 계속된 질문에 피뢰침 원리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추

후에 전류 밀도(즉, 단위 면적당 전류) 및 에너지 차원에서 위석출을 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석출 과정에서 전자가 모이는 정도,

즉 어떤 “문턱값”을 넘으면 위석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상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어서, 다음은 금속의 표면 에너지가 위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생성 직전에 있었던 대화이다(가설12).

교사: 표면. 왜 하필 표면일까?

박희아: 그게 위석출이잖아요.

교사: 아니, 내 말은.

김서인: 왜 표면에서만 그게 나타날까?

교사: 어. 지금 표면에서 석출되는 것과 표면 아래에서 석출되는

게 양상이 확연히 다르잖아?... 표면 아래에서 석출되는 거

는 표면 아래에서만 석출되고, 표면 위에서 석출되는 거는

표면 위에서만 석출되잖아? 그러니까 표면 위에서 석출되

는 건 표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잖아.

김서인: 네. 그냥 떠다닐 뿐이에요.

교사: 그러니까 왜?

박희아: 그러니까 표면장력 아니냐고.

김서인: 표면장력?

박희아: ... 난 아무리 봐도 표면장력 같은데.

교사: 그러니까 표면장력이 뭔데 그래요? 그걸 설명해야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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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이 뭐 어쨌는데?

박희아: 표면장력이 표면끼리 끌어당기는,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잖아요.

교사: 응... 그럼 왜 위에서 처음에 석출이 되는데?

박희아: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발화11: 19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의 대화는 교사가 왜 위석출이 수용액 표면에서 나타나는지 물으며 학

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학생들은 표면장력이

라는 이론적 용어를 언급하였는데, 이 순간에 그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

과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전략에 의해 이 용어는

금속의 표면 에너지(즉, 고체-기체 표면장력)에 대한 논리로까지 확장되

었다.14) 즉, 위석출이 일어나게 되면 고체-기체 계면이 커지는데, 금속의

고유한 표면 에너지가 작을수록 이 계면이 더 안정하니까 위석출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해석이었다.

교사: 위석출이 아래석출보다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박희아: 어렵죠.

교사: 왜 어려워요?

박희아: 아래석출은 표면에 그냥 구리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위

석출은 표면에 구리가 붙어서 그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 물

위에까지 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균형 맞추기 너무 힘든

거죠.

김서인: (위석출이 되는 데) 표면장력을 이기기도 어렵죠.

교사: 표면장력을 이기기 어렵다? 표면장력? 표면장력이 뭐 어떤

데?

김서인: 아까 말했잖아요. (고체-액체 계면에서보다) 고체-기체 계

면에서의 표면장력[표면 에너지]이 크다고. 그러면은 밑에

14)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과 탐구문제를 탐색하는 중에 표면장력과 관련된 실

험과 간단한 개념 설명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 표면장력이라

는 내용을 잘 떠올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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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출되는 것보다 위에서 석출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긴 하겠죠.

(발화12: 19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한편, 이온화 경향성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이

론적 논의가 포함된 가설이었다(가설13). 이 가설은 가설12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교사: 철은 (표면 에너지가) 2150(mJ/m2)이고.

김서인: 구리는요?

교사: 구리는 1670(mJ/m2)이야.

김서인: 와우.

박희아: 그럼 그것보다 작은 건요?

최가은: 구리가 훨씬 잘 되네요.

김서인: (철보다) 구리가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

교사: 작은 거?

최가은: 작은 데 쓸만하고 괜찮은 거.

교사: 은, 은이 작아.

박희아: 샘, 은 구해주세요.

김서인: 근데 이거 보니까 딱 이온화 경향성 느낌 나지 않아? 구

리 작고 은 작고 철 크면?

(발화13: 20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이 대화에서 이온화 경향성과 위석출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귀납적 추

측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와 논리

허점 제시하기 전략에 의해 이 추측은 점차 앞선 추측들과 결합되어 학

생 나름대로의 짜임새 있는 가설로 정교화되었다.

박희아: 아니, 그러니까 수소한테 전자를 뺏기면 석출이 잘 안 되

기 때문에 석출이 잘 안 되는 놈들은 석출이 되는 양이 적

기 때문에 아래석출에서 끝나는... 그래서 ‘아래석출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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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니까 위석출이 발생하지 않을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

죠.

교사: 그럼 왜 아래 석출은 발생하는데 왜 위석출은 발생 안 해?

박희아: 그러니까 위석출이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고 훨씬 발생

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석출은 충분히 그 석출

이 다 되는 놈들이면 굳이 위석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보다 환원이 더 잘 돼서 석출이 잘 되는 애

들은?... 위석출을, 위석출이 되고. 그래서 위석출을 하는 속

에서 만약에 근데 표면장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에너지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아래석출을 하게 되는거고.

만약에 표면장력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면

위석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발화14: 22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인과적 질문이 강조된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중학교 영재

학생들이 시간에 따라 생성한 가설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가설이 질적 측면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초중반에는 관찰에 중점을 둔 가설을 세웠지만 후반

에는 이론에 중점을 둔 가설을 세웠다. 예를 들어, [표 5-4]를 보면, ‘가

설1부터 가설6까지’와 ‘가설12와 가설13’이 질적으로 다름을 느낄 수 있

다. 전자는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관찰

할 수 있는 변인들로 정의된 관찰적 가설(observational hypotheses)이

다. 이러한 종류의 가설은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입증되어 귀납적 일

반화, 즉 관찰적 법칙이 되는데(Kline, 1980; Kuipers, 2001), 이것은 잠정

적 법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과학교육학계에서 합의된 가설 개념에 따

르면 가설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Jeong & Kwon, 2006). 한편, 가설12와

가설13에는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적 가설(theoretical hypotheses)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가설

은 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되어 이론적 법칙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Kline, 1980; Kuipers, 2001). 이때,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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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것은 ‘표면 에너지’나 ‘이온화 경향성’ 등의 이론적 용어가

해당 가설 내에서 제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설12

는 단순히 금속의 표면 에너지가 위석출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단

순한 추측이 아니라, 에너지 관점에서 어째서 금속의 표면 에너지가 위

석출에 영향이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진술이다([그림 5-2]).

학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학생

들의 발화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아래는 최가은의 변화이다.

박희아: 이 결과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최가은: 나는. 내 목표는. 내가 이걸 처음에 할 때 나는 식을 만들

어내고 싶었어.

박희아: 만들었다 쳐. 그래서?

최가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발화15: 18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교사: 가[모서리]에서 약간 되는 거 같은데?

박희아: 되죠?

교사: 가에서만. 그러니까 모서리 쪽에서만?

최가은: 그러면은 저희 이론이랑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니에요?

(발화16: 21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18차시 수업에서 최가은의 탐구 목표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법

칙을 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교사가 위석출이 왜 일어나는지를

질문했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18차시 수업 중에 발머처럼 “수학적 직관

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최가은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탐구가 진행되면서 이 학생은 “저희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가설을 얘기할 때 최가은이 “이론”이라는 용어

를 쓴 것은 21차시 수업이 처음이었다. 탐구가 끝난 후 면담에서도 최가

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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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학생들이 만든 탐구 활동 발표 자료. (a) 가설1에 대한 설명

과 실험 결과, (b) 가설12에 대한 설명과 실험 결과. 관찰적 가설인 가설

1에는 이론적인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이론적 가설인 가설12에는

이론적인 접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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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기에 생성된 가설과 나중에 생성된 가설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 같으세요?

최가은: 앞에는 저희가 조작. 그 물질 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거

에 대해서 다뤘다면 뒤에서는 그 물질의 특성에 관한 관점

에서 가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교사: 왜 초반에는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가설을 세웠

고 왜 나중에는 물질의 특성 관점에서 가설을 세우게 되었

을까?

최가은: 처음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거랑. 어떤

그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 왜 그러지?’라고 했을 때 초

반에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농도라

든지? 아니면 구리판에 다른 조작을 가해서 사포로 긁든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가 변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딱

히 뭔가 눈에 띄는 요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뒤에서는 좀

물질의 특성 쪽으로 들어갔던 거 같아요.

(발화17: 탐구가 끝난 후 최가은과의 면담에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초반에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부

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변인들을 위주로 마구잡이

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찰적 가설들이 완전히 터무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은 후반의 가설들에 비

해서 매우 부족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탐구가 진행되고 논의가 발전됨에

따라 학생들은 결국 이론적인 관점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는 위석출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교사가 탐구 시작부터 인과적 질문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론적 접근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구

후반에는 제안된 여러 과학 개념들 중 상당수가 이론적 가설로 발전되었

다는 것이다. 중학교 과학영재들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가설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음을 고려하면(이혜정 & 심규철, 2011), 본 연구 학생들의

변화는 가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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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인 복수 가설에서 상호보완적인 가설로

학생들은 가설1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전류값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가설2). 구리 석출 실험에 사용한 멀티

미터(multimeter)에는 가해준 전압과 함께 전류값이 표시되는데, 학생들

이 그것을 보고 떠올리게 된 것이었다.

김서인: 전압이 얼마 뜨는지 봐야 되는 거지?

최가은: 어.

박희아: 일단 지금 전압을 먼저 재 봐.

김서인: 전류? 전류값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최가은: 둘 다 보자.

김서인: 그래 좋아.

(발화18: 13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가설2는 본 연구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해준다. 하나는 앞에서 기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 또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부터 제안된 것

이라는 점이다. 가설1처럼 학생들은 역시나 전류가 어떻게 위석출과 관

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숙고하지 않고 다만 막연히 가

정할 뿐이었다.

특히, 가설2의 존재는 화학 자유탐구 상황에서 복수(multiple)의 가설

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필석(2018)은 탐구에서

복수의 가설들을 서로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데, 왜냐하면 단일한 가설에 기반한 탐구는 복수 가설에 기반한 탐구보

다 편향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 학생들은 어떤 가설들을 고려하는 중에 가설2를 포함하여 다른

새로운 가설을 동시에 고려하곤 했는데([표 5-4]),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

으로 추후 학생들이 짜임새 있게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가설2를 검증하면서 학생들은 몰농도가 전류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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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은: 뭔가 실험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컴퓨터에 (전류값을)

대입하면 식을 하나 주지 않을까? 회귀분석하면 어떤 그래

프가 하나 나올 거 같아.

김서인: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많이 많이 한 다음에 결과값을 보

자.

최가은: (교사에게) 저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데이터를 엄

청 많이 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돌리면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식이

나올까.

(발화19: 14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사실 가설3은 위석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설이 아니었고, 실

험 중에 발생한 학생들의 궁금증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었다. 이러한 가

설3의 존재는 학생들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관찰해도 그것의 이

유를 밝히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다른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박철규 외, 2021). 가설3의 사례와 함께 아래 김서인과

의 면담 자료도 당시 학생들이 위석출 현상에 대하여 초반에 흥미와 호

기심 위주로 접근하였음을 말해준다.

김서인: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때 굉장히 흥미 위주

로 접근한 거 같아요. 지난 실험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

서 반영한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예 지난 실

험이랑 동떨어져서 저희가 그냥 ‘갑자기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로 실험에 적용을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화20: 탐구가 끝난 후 김서인과의 면담에서)

김서인은 면담에서 이들이 탐구 초반에 흥미 위주로 가설을 세웠다고 말

했다. 그런데 그보다 이 발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탐구를 흥미 위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설들이 서로 동떨어진 특징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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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를 들어, [표 5-4]를 보면, 위석출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설1에서

는 몰농도를, 가설2에서는 전류값을, 가설4에서는 구리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를 조작변인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자연의

관점에서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들은 그때 그

때 보이고 생각나는대로 가설화한 것 뿐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초반에 세운 가설들은 복수(multiple)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독립적이고

관찰적 대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찰적 대상에 대한 초점이 이론적 대상으로 바

뀌면서도, 복수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학생 가설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

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전극의 모서리 부분에서 주로 위석출이 일어나

는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이다.

최가은: (‘왜 각진 부분에서만 위로 석출될까?’) 이거 하나 해결했

습니다. 저희가.

교사: 이거 뭔데요?

최가은: 그걸 말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 곡률이 크면 마이너스가 많이 모인다고 해야 돼요? 뭐

라고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로

결론을 내린 건데?

교사: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가 많이 모이면?

최가은: 음. 에너지가 크니까?

교사: 에너지가 크면 왜 위에서 석출이 왜 돼요?

최가은: 저희가 가설을 그걸 깔았으니까. 이거 너무 논리의 비약

이 큰데?

(발화21: 18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17차시 수업에서 피뢰침 원리를 도입한 학생들은 18차시 수업에서는 이

원리에다가 에너지의 차원의 논의까지도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극 구리 전극이 수용액과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위석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가설9). 그러나 학생들은 전자가 한 곳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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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 어째서 위석출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는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차시 수업

에 학생들은 금속의 표면 에너지에 관한 가설을 제안하였다(가설12). 앞

에서 보았듯이 이 가설은 교사의 인과적 질문, 즉 ‘위석출은 왜 표면에서

만 이뤄지는가’에 대한 답에서 시작된 것으로, 피뢰침 원리와는 독립적으

로 생성된 것이었다. 즉, 19차시 수업에 피뢰침 원리에 관한 가설(가설9)

과 표면 에너지에 관한 가설(가설12)은 독립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상

황이었다. 그러나 가설12 또한 왜 위석출이 모서리에서 발생하는지에 대

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교사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희아는 결국 가설9와 가설

12를 결합하게 되었다.

(상황: 가설9에 대한 교사와 김서인의 문답이 이어진 후, 가설12를

추구하던 박희아에게 교사가 질문하는 상황)

교사: 희아 이해했어요? 서인이 얘기?

박희아: 예 완전히 못했지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교사: 희아 생각이랑 서인이 생각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박희아: 둘이 합치면 될 거 같은데.

김서인: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교사: ... 합쳐 봐요. 그러면.

박희아: ... 좋아. 면적이 크면 전자 덜 몰려요.

교사: 어디로?

박희아: 모서리 같은 데.

교사: 왜요?

박희아: 왜라뇨? 같은 양의 전자가 있어요. 그랬는데 면적이 작은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모서리에] 더 많은 전자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있으면 여

기에도 어쨌건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몰리는 전

자의 양이 좀 적어지는 거에요. 약간 여기에 한 3a가 몰렸

다면 이제는 a 정도가 몰리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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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가 어떤 걸 담갔는데 담가진 수용액과 담가진 구리판

이 만나는 면적이 크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도 몰리긴 몰리

겠죠? 근데 몰리는 전자의 양이 적은 거에요. 그래서 위로

석출이 되지 않아요.

교사: 왜 전자가 적으면 위에 석출이 안 돼요?

김서인: ... 전자가 적으면은 그 중력이랑 표면장력을 이기기 위한

힘이 부족해져 가지고 안 되나 봐요.

(발화22: 19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위 대화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두 개의 가설이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기존에 가설9는 모서리에 전자가 몰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지만 왜

에너지가 높아지면 위석출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가설12는 금속의

표면 에너지가 낮으면 위석출이 잘되지만 왜 모서리에서 위석출이 잘 일

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계속된 문답을 통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해석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설은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가설9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평가된 반면, 가

설12는 검증에 실패하였다. 즉, 서로 다른 표면 에너지를 가진 금속에 대

하여 전기분해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표면 에너지와 위석출 간에 상관성

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서인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귀납적 추측을

통해 이온화 경향성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온화 경향성이 위석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교사와의 지속적인 문답을 통해 이온화 경향성 개념은 가설로 정교화

되었다(가설13). 이것은 단순히 이온화 경향성과 위석출 사이에 관련성

이 있다는 추측을 넘어 이온화 경향성이 위석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인 해석을 담고 있었다.

박희아: 내가 수소가 있고 어떤 금속이 있어요. 근데 수소가 더

환원이 잘 되는 상태에요. 그러면 금속인데 수소한테 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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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는 전자들을 뺏겨서 환원이 잘 안 될 거에요... 그러면

그 금속은 석출되는 양이 적겠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아

래석출과 위석출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위석출이 훨씬 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별로 그렇게 자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석출이라서 아래석출로 충분히 가

능하기 때문에 아래석출이 되는데 만약에 수소보다 환원이

더 잘돼서 석출되는 양이 많은 금속이라면 아래석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위석출 할 거다. 그래서 위석출 할 건데.

‘그럼 왜 모든게 다 석출이 안 되냐?’ 하면은 위석출은 분

명히 해야 되지만 만약에 표면장력이나 뭐 주위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커서 비록 석출을 위석출을 해야 됨에도 불

구하고 그 에너지를 못 이기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아래

석출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온

화 경향성을 한 번 짬뽕시켜봤어요.

(발화23: 22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이상을 정리하면,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가설의 초점이 단순히 관찰적

대상에서 이론적 대상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가설의 특징도 독립적

이고 복수적인 특징에서 상호보완적인 특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신영 등(2012)에 따르면,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논변 요소와

함께 높은 수준의 추론이 일어나는 경우 정교형 모델링이 나타날 수 있

다고 하였다. 정교형 모델링은 탐구 상황에서 각자의 모델들이 시간에

따라 그대로 정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합도 아닌, 새로운 융합적 모

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모델 발달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이 제안한 독립적인 복수 가설들이 점차 상호보완적 특징의 가설로

변모하는 것은 이신영 등(2012)이 제안하는 정교형 모델링의 하나의 사

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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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조화 가능성

연구 1에서 과학교사들은 가설에 대하여 어떤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

었다. 이러한 갈등은 과학지식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타당한

가설을 세워야 한다는 과학지식 관점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생성하는 가설이 반드시 타당할 필요는 없다는 발달적 관점 사이에서 발

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타

당하지 않은 가설을 세웠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정말로 학습이 일어났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중학교 영재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가설의

관점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두 관점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인 방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다운 연구”의 경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인과적 질문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자신들의 탐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최가은과의

면담 내용이다.

교사: 선생님이 그때 우리 실험할 때 사실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안

가르쳐 줄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최가은: 네.

교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최가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교사: 그래? 어떤 측면에서?

최가은: 너무 다 알려주면. 사실 저희가 ‘탐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과서에 있는 건 결과

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려고 하는데.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했으니까 뭔가

진짜 연구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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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나름 저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구다운 연구를

해봤다고 느꼈어요

(발화24: 탐구가 끝난 후 최가은과의 면담에서)

위의 면담을 통해 발달적 관점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한 가지 영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연구다운 연구”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최가은은

교사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강조한 것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녀는 그 덕분에 약 10개월 간의 탐구 활동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답이 정해진 구조화된(structured) 탐구보다 답을 말해주지 않고 질문만

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맥락이 실제 탐구와 더 유사한 것은 당연해 보인

다.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탐구에서의 자율성, 주체성, 만족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교사가 인과적 질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두는 것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탐구 주

체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박희아: 만약에 (선생님 도움 없이) 애들끼리만 있었으면 제가 어

떤 한계까지는 가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주체적으로 못했

을 거 같아요. 뭔가 선생님이 옆에서 그래도 방향도 잡아주

시고 계속 생각을 유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알깨는 병

아리를 돕는 닭 느낌? 완벽한 비유였어요.

교사: 아니, 그러면 왜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거[탐구]를 왜 하다가

말았을 거 같아요?

박희아: 그게 사실 혼자하는 거엔 다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아무리 파도 뭔가 한정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선생님이 잡아주신 거죠.

(발화25: 탐구가 끝난 후 박희아의 면담에서)

박희아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탐구에서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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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하게 되기 쉽지만, 본 탐구 맥락에서는 교사의 끊임없는 질문

덕분에 점차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탐구를 더 주

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인과적 질문 전략이 학

생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교사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유탐구보다 주체성과 만족감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혹자는 교사의 개입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기존의 연구 결과

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과학교육에서 교

사의 개입이라는 요소는 종종 탐구의 타당성은 증가시킬지언정 탐구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성은 떨어뜨리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조성민과 백종호(2015)는 예비교사들이 탐구의 타당성과 학생의 주

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보고하면서 교사의 개입이 주체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탐구를 선

호한다는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본 면담에서 학

생들이 탐구 주체로서 표현한 만족감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지혜와 홍훈기(2013)는 중학교 과학영재들이 교사가 정해진 주

제로 탐구를 수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협동을 통해 보완

해나가는 식의 탐구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고, Sadeh와 Zion(2012)은 고

등학생들이 교사 개입이 포함된 탐구보다 교사 개입이 최소화된 탐구를

수행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탐구로부터 더 많은 이점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은 교사 개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통 안내된(guided) 탐구에서 교사는 주어진 탐구 질문에 대

해 이미 좋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Sadeh & Zion, 2012).

따라서 이러한 탐구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개입을 ‘어떤 방향성이 있는

직접적인 안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자율성을 덜 느끼게 될 수 있

다. 반면에, 인과적 질문 전략에서 교사는 끝까지 진리를 모르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김희중, 2009), 학생들은 교사의 개입을 ‘탐구상황에서 겪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게끔 동기화하는 간접적인 안내’로서만 받아들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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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결국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탐구를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점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다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2)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집중

발달적 관점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것이 탐

구에서 점차 과학적 원인을 강조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학생들은 어떤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변인과 즉흥적인 호기심을 중심으로 탐구를 수행하기 쉽다(박철규 외,

2021).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탐구 초반에 세운 가설들은

가설(즉, 잠정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추측이나 귀납적인 추측에 가

까웠다. 수용액의 몰농도, 전류값, 구리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 등의 변

인들은 단순히 그 당시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변인으로서 채택된 것이었

지 어떤 타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문제 상황

에서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가설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이혜정 & 심규철, 2011),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의 초기

가설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 탐구 기간 동안 관찰적 변인을 조작하는 정도의

인식 수준으로만 탐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탐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타당한 근거, 즉 이론을 고민하여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결과

적으로 기존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가설들을 서로 상호보완하는 식으로

융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근본적으로 가

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사: 내가 여러분들 진짜 안 가르쳐줄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험

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 실험 왜 해요?’ 이렇게 계속 물

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왜 그런 것 같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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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은: 다 알려주지 않고 아예 놓지 않고 그렇게 물어봐주셔서

저희도 실험을 하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

각이 듭니다).

교사: 방향성을 잡는 데 어떻게 도와줬을까? 그런 게?

최가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없으면 사실 막 그냥 닥치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초반에는 그냥 있는 시약 다 섞어

보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위석출이) 나온 거긴 하지

만, 끝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

하고 실험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결과가 나왔을 때 (선생

님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이

유를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생각해 내면서

조금 더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발화26: 탐구가 끝난 후 최가은과의 면담에서)

위의 대화에서 최가은은 교사의 인과적 질문 전략 덕분에 학생들이 현상

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탐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

했다. 다시 말해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전략이 가설 생성 및 탐구

상황에서 학생들의 초점을 피상적인 호기심에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바꾼 것이다. 혹자는 가설 및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인과적 질문 전략보

다 개인적 학생 성향이나 능력 등의 다른 요소가 더 주요했을 수 있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최가은뿐만 아

니라 다른 학생들도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것이 이유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영향은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은 박희아와의 면담 중 일부이다.

박희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선생님에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을 생성할 때) 좀 더

그냥 ‘이거 어때요?’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거 어때요?’ 점점 더 깊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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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솔직히 시간을 더 줬으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가설13]에서 좀 끝난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있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사막에 물이

몇 미터인지 모르는 거에요. 계속 파는 거죠. 저는 [가설9]

에서 물 한 방울을 찾았고 [가설13]에서 한 웅덩이를 찾은

거에요.

(발화27: 탐구가 끝난 후 박희아의 면담에서)

위의 대화에서 박희아는 과학을 사막에서 굴을 파서 물을 찾는 것에 비

유하며 교사의 계속된 질문이 자신들로 하여금 점점 더 큰 굴을 파서 결

국 웅덩이를 찾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더 있었

으면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더 깊이 있는 결론을 얻었을지도 모른

다고 말했다. 가설과 탐구에 대한 박희아의 이러한 언급은 초기에 학생

들이 수행하던 탐구 방식(즉, 막연한 추측과 귀납적 추측에 의한 탐구)을

고려했을 때, 분명 그녀가 탐구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탐구 초기에 더 큰 웅덩이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더 큰 웅덩이를 찾겠다는 의지

를 다지게 된 것이다. 사막에서 더 큰 웅덩이를 찾는 비유에는 수원(水

源), 즉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겠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인과적 질문 전략은 가설 생성에 대한

인식 변화, 즉 점진적으로 원인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교사-학생 간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가설 생성 활동의 지속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인과적 질문 전략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설 생성 활동을 지속하도록 만들었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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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생성 활동에서 인과적 질문을 너무 많이 강조할 경우, 학생들은

피로감과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정희경 & 신동희, 2019). 특히, 자유

탐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활동이라는 점에서(박기수, 2019; 전영석 &

전민지, 2009a), 더 그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 학생들은

교사의 계속된 질문에 때때로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그러니까 왜 양 끝에만 나오냐고.

박희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고요.

교사: 아, 모르겠다고?

박희아: 그래서 계속 실험 하고 있었잖아요.

교사: 생각을 해봐요. 왜 양 끝에만 나올까?

박희아: 말해주세요 빨리.

교사: 나 말 안 해.

박희아: 말해주세요 빨리.

교사: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 ‘왜 그럴까?’

박희아: 안 해. 안 해. 안 해. 너무 싫어.

교사: 왜 그럴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

박희아: 괘씸합니다. 선생님이 괘씸해요.

(발화28: 17차시 수업 중의 대화에서)

Plato(2014)의 『메논』에서도 나타나듯 Socrates의 문답법은 종종 대화

상대방을 당혹스럽고 짜증나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종종 교사의 인과적 질문에 대하여 짜증을 냈다. 그러나 『메논』의 주

인공인 Menon이 부렸던 짜증과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이 부렸던 짜증에

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성이다. 『메논』

은 젊고 잘생기고 부유한 귀족인 Menon이 노철학자인 Socrates에게 자

신감에 찬 어조로 탁월함(virtue)의 획득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된

다(Plato, 2014). 그러나 문답이 이어지면서 자신이 창피를 당했다고 느

낀 Menon은 결국 Socrates를 ‘사람을 마비시키는 전기가오리’에 비유하

며 비난하게 된다(Plato, 2014). 이에 반해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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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때때로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이것은 친밀한 분위기에서의 짜증이

었다. 위의 대화 사례에서 박희아는 교사에게 “괘씸”하다고 말했지만, 이

때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웃고 있었다. 즉, 탐구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수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짜증이 탐

구를 포기하게 만든다거나 관계성을 파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

다. 오히려 박희아는 면담 중에 아래와 같이 말하며, 인과적 질문을 강조

한 것이 당시에는 답답했을지라도 오히려 탐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

다.

박희아: 처음에는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뭔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제가 만약에 기본지식이 더

많았고 아는 게 더 많았으면 오히려 거기 한정돼서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선생님께서 안 알려주신 게 정

말 큰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발화29: 탐구가 끝난 후 박희아의 면담에서)

이신영 등(2012)은 서로 다른 모델이 새롭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소집

단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포용적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판적 검토로서 교사나 학생이 타인의 모델을 비판하거나 자기 반성하

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위기는 이신영 등

(2012)이 제안한 것과 유사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교사

는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그 덕

분에 학생들은 자유탐구 활동에서 주체성을 느끼면서 “연구다운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들이 생성한 가설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변모하게

되었다. 만약에 학생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과학지식

관점에서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극단적으로 부추기기만 했다면, 학

생들은 도중에 지쳐 나가떨어졌을도 모른다. 하지만 인과적 질문 전략은

질문의 강도를 학생들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선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에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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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유탐구 맥락에서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이 조화

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5.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재학생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전략이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에는

어떤 세부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

학지식 관점에서 가설 생성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인과적 질문 전략이 학생들의 발달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호작용적 수준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에는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기가 있었다. 이

러한 세부 전략들은 가설 생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종종 각기 다른 반

응을 유도하였다.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학생들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게 되었다. 논리의 허

점 제시하기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논리의 허점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인식하고 논리를 수정하게 되었다.

개념 이해 확인하기는 학생의 논리상에 포함된 개념의 애매성을 강조하

며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지식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설에 관한 두 가지 변

화가 관찰되었다. 하나는 탐구가 진행될수록 생성되는 가설이 관찰적 가

설에서 이론적 가설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탐구 초기에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변인에 대하여 무작위적으로 가설을 세운 것은 지식과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할 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즉, 학생들은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피상적으로 관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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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해 인과적 질문이 계속 강조되

자 학생들은 이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했으며, 결국 탐구 후반부

에 가서 이들은 이론적 용어를 핵심적으로 포함된 이론적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가설에 관한 또 다른 변화는 독립적인 복수 가설이 상호보완적인 가

설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복수 가설이란, 탐구 상황에서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개의 가설들이 동시에 제안된 것을 말한다. 탐

구 초반에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변인들을 사용하여 관찰적 가설들을 마

구잡이로 생성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복수의 관찰적 가설들이 존재했다.

탐구 중후반부에 가서는 피뢰침 원리, 표면 에너지, 이온화 경향성 등의

개념을 사용한 독립적인 복수의 이론적 가설들도 제안되었다. 특히, 교사

의 인과적 질문은 독립적인 복수의 이론적 가설들의 약점을 자극하였고,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의 가설들을 융합하면서 보완하는, 상호보완

적 가설을 제안하게 만들었다.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전략은 단순히 과학

지식 관점에서의 가설을 생성하는 데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주체적으로 극

복해 나가도록 동기화하고, 점차적으로 현상의 원인에 근거한 타당한 가

설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고 발달적이었다. 또한, 문답법

이 종종 짜증을 유발시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데 반

해, 인과적 질문 전략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성에 기반하여 가설

생성 활동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었다. 이러

한 특징들은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의의를 드러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것이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에서 교사들은 타

당한 가설을 세워야 한다는 관점과 교육적으로 의미있다면 타당하지 않

은 가설을 세워도 된다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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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학생들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을 세웠을 때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물

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는 갈등을 또한 느끼고 있었

다. 하지만 기존 가설 생성 연구들은, 많은 경우, 과학지식 관점에 주로

입각하여 타당하지 않는 가설을 단순히 ‘잘못된’ 것으로서 취급하였기 때

문에, 교사들의 이러한 갈등을 면밀히 다루는 데 실패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은 타당하지 않은 가설을 점차 타당한 가설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설 생성의 경험에 있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성을 느끼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인과적 질문 전략은 가설에 대한 두 관점 사이의 갈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험 현장을 중심으로 학생

의 주체성과 협의의 과학이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실천전통’ 속으로 학생

들을 안내하는 잠재적인 지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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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과학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가설 생성에 대해서는 주로 과학지

식의 생성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가설에 대하여 좀 더 총체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지식 관점 이외에 또 다른 관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네 명의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가설에 대한 관점과 갈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지식 생성을 위한 가설은 과학교육 연

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과학지식 관점에 초점을

둔 기존의 가설 생성 모형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잠정적인 설명항을 찾도

록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희경과 신동희(2019)의 연구를 고려하면, 더 타당한 가설 생성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과적 질문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정당화 요구

수준을 높이는 처치,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이 이후 컴

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대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결과로서 제안된 인과적 질문 전

략이 실제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가설 생성에 구

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상호작용적이고 실제

적인 맥락에서의 인과적 질문 전략에는 어떤 세부 전략이 있는지, 그리

고 그러한 전략이 탐구가 진행됨에 과학지식 관점에서의 가설 생성에 어

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학지식

관점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석되



- 124 -

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 교사들은 가설에 대하

여 과학지식 관점과 도구적 관점, 발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과

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이 종종 갈등을 일으켰다. 과학지식 관점이란,

기존의 가설 생성 연구들에서 주로 취하던 관점임과 동시에 연구 참여

교사들도 강조하던 관점으로서, 가설을 과학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설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일 필요가 있는 잠정적 지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지식 관점

은 과학을 지식 체계로 보는 협소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과학의 본질적

측면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구적 관점이란,

가설의 도구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관점이다. 일부 교사들은 가설이 합리

적이고 창의적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구적 관점은 가설 생성 활동을 과학지식 체계로서의 협의의 과학에 한

정시키지 않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가설 생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

에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적 관점은 타당하

지 않은 가설조차 그 생성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면 수용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수용가능한 가설은 학생들의 과학

적 사고 및 가설 생성 능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거나 혹은 과학의 본

성을 체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발달적 관점은 때때로 과학지식 관점과 충돌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학생

들이 세운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 과학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의미

가 있을지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 1의 결과들은 가설 생성 교

육에 관한 연구에서 가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지식 관점이 기본적으로 가설 생성 연구

에서 계속 추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2에서 자신의 예상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당화 요구를

받은 B집단 학생들은 이후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타당한 가설을 유의

미하게 더 많이 생성하였다(p<.012). 이 결과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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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문 전략이 이후 탐구 과정에서 숙고적 사고, 즉 귀추적 사고를 촉

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타당성이 떨어지는 불완전한 가설이나

가설이 아닌 막연한 추측 및 귀납적 추측의 경우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A집단이 B집단보다 더 많이 생성하였다. 이는 B집단이 숙고를 통해 타

당한 가설을 생성하는 동안 A집단은 그보다 타당성이 더 낮은 수준의

가설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가설

생성 수업 모형들은 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원인을 찾도록 요구하면서도

요구 수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점에서, 연구 2의 결과는 과학지식 관점에서 좀 더 타당한 가설 생성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이 수반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3에서 상호작용적 수준의 인과적 질문 전략은 학생들로 하

여금 과학지식 관점에서 타당한 가설을 생성하도록 유도하였고, 발달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점진적인 학습을 도왔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적 맥

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에는 세부적으로 단계적 논리 유도하기, 논리의

허점 제시하기, 개념 이해 확인하기 전략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각각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게 하거나 기존의 논리를 수정하

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세운 가설은 과학지식 관점에서 두

가지 변화를 보였다. 하나는 탐구가 진행될수록 생성되는 가설이 관찰적

가설에서 이론적 가설로 변화한 것이다. 탐구 초기에 학생들은 눈에 보

이는 변인에 대하여 무작위적으로 가설을 세웠는데, 이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할 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러나 교사에 의해 인과적 질문이 계속 강조되자 학

생들은 이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했고, 결국 탐구 후반에 가서

이론적 용어가 핵심적으로 포함된 이론적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가설에

관한 또 다른 변화는 독립적인 복수 가설이 상호보완적인 가설로 변화한

것이다. 독립적인 복수 가설이란, 탐구 상황에서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개의 가설들이 동시에 제안된 것을 말한다. 탐구 초반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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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변인들을 사용하여 가설들을 마구잡이로 생성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복수의 관찰적 가설들이 존재했다. 탐구 중후반부에 가서 학생

들이 이론적 가설들을 생성하게 되었을 때에도, 가설의 독립적이고 복수

적인 특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인과적 질문 전략은 여

기서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복수의 이론적 가설들의 약점을 더욱 자극하

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의 가설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융

합된 더 타당한 가설을 제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상호작용적 수준에서

인과적 질문을 강조하는 전략은 단순히 과학지식 관점에 대해서만 영향

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동기화하고, 점차적으로 현상의

원인에 근거한 타당한 가설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고 발

달적이었다. 또한, 문답법이 종종 짜증을 유발시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성을 파괴시키는 데 반해, 인과적 질문 전략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한

관계성에 기반하여 가설 생성 활동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서도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소집단 화학 자유탐구 맥락에서 인과적 질

문을 강조하는 것은 가설에 대한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재적인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고, 과학적 가설의 생성을 촉진하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과

학지식 관점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적 관점에서도 과학교육

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논문의 결과와 논의는

추후 기존의 과학지식 관점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학생들을

과학의 실천전통 속으로 안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탐구에 대한 성

숙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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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의 본질

적 측면에서 가설 생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가

설 생성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가설 생성 모형들은 주로 과학지

식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분명 제한적인 관점이었다. 과학의

실천전통은 무수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과학의 실

천전통 속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이경호, 2020; 이경호 & 김홍빈, 2019; 이진경 외,

2018). 따라서 가설 생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학생들의 가설 생성을 지도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과학의 본질적 측

면에서의 가설 생성 수업 모형, 그리고 더 나아가 과학의 본질적 측면에

서의 탐구 수업 모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과적 질문 전략이 가설 생성 이외에 다른 탐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본질적으로 분절적이지 않듯이, 탐구

도 또한 본질적으로 분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상 탐구 활동 중에 나타나는 가설 생성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연구

를 수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탐구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 결과 해석,

결과 보고, 소집단 상호작용, 과학에 대한 인식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

과적 질문 전략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과적 질문 전략에 관하여 다양한 교육학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각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오직 두 가

지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학생들의 성향, 동기, 태도, 흥미 등 다양

한 요인들이 인과적 질문 전략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래서 결과적

으로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 또한 학생들의 과학탐구에서 더 구체적인

지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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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과학 수업 맥락에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적 질문 전략이 가설 생성과 관

련하여 과학지식 관점과 발달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들이 실제 과학과 교육과정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의 결론을 일반적인 수업 맥락

으로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과적 질문 전략의 일반적

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초·중·고등학교 과학 수업 맥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연구는 추후 교육과정 수준에서

가설 생성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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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

이 프로그램은 Excel의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을 사용하

여 제작되었다. Excel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까닭은 두 가지였

는데, 하나는 실험자들이 전반적인 조작에 익숙하도록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Excel

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VBA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 이

외에도 여러 기능을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하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

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서 실험자의 목표는 ‘표면장력이 무엇에 비례하

는가’에 대한 답(가설)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면장력 측정 실험 프

로그램은 화합물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library sheet’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experiment sheet’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sheet는 서로 연동되

어 있으며, 27인치 모니터 상에 동시에 표현되었다([그림 A-1]). Library

sheet에는 60종의 임의의 액체 화합물에 대한 이름, 구조식, 분자량, 밀

도, 녹는점, 끓는점, 몰부피 정보가 들어있다([그림 A-2]). Library sheet

에서 표면장력을 측정하고 싶은 화합물 번호를 experiment sheet에 입력

하고 ’측정’ 버튼을 누르면 7초 뒤에 표면장력 값이 ‘표면장력(mJ/m2)’

셀에 나타난다([그림 A-3]). 측정되는 7초 동안에는 다른 화합물의 ‘측

정’은 불가능하다. 측정된 데이터는 곧바로 자동적으로 experiment sheet

의 그래프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 이때 그래프의 y축은 표면장력 값이고

x축은 실험자가 설정할 수 있는 수식에 의해 계산된 값이다. 수식은 분

자량, 밀도, 녹는점, 끓는점, 몰부피 등의 변인들과 연산기호를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예를 들어, ‘(분자량+밀도)/(밀도+녹는점-끓는점)^2’).

Library sheet의 ‘수식 입력창’에 수식을 입력하면 즉시 새로운 수식값이

계산된다. 새로운 측정을 하거나 새로운 수식을 설정할 때마다 그래프

상의 추세선과 R2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수식은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지만 화합물의 표면장력 측정은 최대 30개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연구자는 library sheet에 포함시킬 60종의 액체 화합물들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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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있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화합물들이 다

양한 물리화학적 특징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

합물들은 유기 화합물, 무기 화합물, 방향족 화합물, 비방향족 화합물, 고

리형 화합물, 사슬형 화합물, 수소결합 화합물, 비수소결합 극성 화합물,

무극성 화합물 등 다양한 특징을 갖는 것들이다(부록 2). 화합물들의 다

양성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이며, 실험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표면장력과 끓

는점’ 그리고 ‘표면장력과 끓는점/몰부피2/3’ 사이의 R2 값들에 대한 고려

이다. 연구자는 60종의 화합물 중 20종을 30번 무작위 추출하였 때, ‘표

면장력과 끓는점’ 사이의 평균 R2 값(0.1264)과 ‘표면장력과 끓는점/몰부

피2/3’ 사이의 평균 R2 값(0.7816)을 계산하였다([표 A-1]). Park et al.

(2020)은 표면장력이 끓는점과의 R2 값(0.2332)은 낮지만, 표면장력의 정

의[J/m2]가 고려된 끓는점/몰부피2/3과의 R2 값(0.7193)은 상대적으로 높

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R2

값을 갖도록 화합물들을 선정하였다(부록 2).

[그림 A-1] 표면장력 측정 실험 활동의 예시. 왼쪽은 library sheet이고,

오른쪽은 experiment sheet이다. 두 개의 sheets는 서로 연동되어 있으

며, 위와 같이 모니터 상에 동시에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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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표면장력 측정 실험의 library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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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표면장력 측정 실험의 experimen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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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R2 값

시도
R2 값

끓는점 끓는점/몰부피2/3 끓는점 끓는점/몰부피2/3

1 0.0471 0.8814 17 0.2992 0.7427

2 0.0454 0.8338 18 0.0672 0.5569

3 0.0004 0.8915 19 0.0227 0.8986

4 0.0132 0.7897 20 0.1231 0.8802

5 0.2588 0.7072 21 0.0812 0.8483

6 0.3824 0.6391 22 0.0921 0.8812

7 0.0329 0.8683 23 0.3145 0.5731

8 0.1843 0.5632 24 0.0205 0.8873

9 0.2315 0.8364 25 0.3401 0.7025

10 0.0002 0.8598 26 0.2129 0.8679

11 0.0008 0.8485 27 0.0011 0.8476

12 0.0301 0.7637 28 0.0233 0.8149

13 0.3218 0.6777 29 0.3268 0.8410

14 0.0648 0.7554 30 0.1253 0.7456

15 0.0234 0.8375 평균 0.1264 0.7816

16 0.1059 0.6065 표준편차 0.1232 0.1054
a 20개 화합물을 총 30번 임의표집하였으며, 각 시도마다 R2 값을 계

산하고 평균내었다.

[표 A-1] 20개 임의 화합물의 ‘끓는점’ 및 ‘끓는점/몰부피2/3’‘과 표면장력

사이의 상관성(R2) 비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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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면장력 측정 실험의 화합물 정보

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1 Acetic acid 102 1.08 290 391 95 27.10

2 Aniline 93 1.02 267 457 91 42.12

3 Benzaldehyde 106 1.04 216 452 102 38.00

4 Bromoform 253 2.81 282 422 90 44.87

5 1-Bromonaphthalene 207 1.48 279 553 140 43.90

6 1-Bromooctane 193 1.11 218 472 174 28.68

7 1,3-Butanediol 90 1.00 196 481 90 37.80

[표 A-2] 표면장력 측정 실험의 화합물 정보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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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8 2,3-Butanediol 90 1.00 280 451 90 36.00

9 2-Butanol 74 0.81 185 373 92 22.54

10 Carbon disulfide 76 1.26 161 319 61 31.58

11 4-Chloroaniline 128 1.21 271 482 105 41.15

12 Chlorobenzene 113 1.11 228 405 102 32.99

13 2-Chloropropane 79 0.86 156 308 92 19.16

14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371 0.96 236 486 388 18.15

15 Decamethyltetrasiloxane 311 0.85 197 468 364 15.53

16 Decane 142 0.73 244 447 195 23.37

17 1-Decanol 158 0.83 280 502 192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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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18 1,2-Dibromoethane 188 2.17 283 404 87 39.55

19 1,2-Dichloroethane 99 1.25 238 357 79 31.86

20 Dichloromethane 85 1.32 178 313 64 27.20

21 Diethyl ether 74 0.71 157 308 105 16.65

22 Diethyl succinate 174 1.04 252 490 168 36.02

23 Dimethyl sulfate 126 1.32 241 459 95 38.35

24 Ethanol 62 0.83 159 308 75 21.97

25 Ethanolamine 46 0.79 284 351 59 48.32

26 Ethylbenzene 106 0.87 178 409 123 28.75

27 Ethylenediamine 60 0.89 284 390 67 41.28

28 Formamide 45 1.13 276 490 40 57.03

29 Furfural 96 1.16 235 435 83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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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30 Glycerol 92 1.26 291 562 73 62.50

31 Hexanoic acid 116 0.92 269 478 126 27.55

32 Hydrazine 32 1.00 275 387 32 66.39

33 Hydrogen peroxide 34 1.44 273 423 24 75.10

34 Iodomethane 142 2.27 207 316 63 30.34

35 Mesitylene 120 0.86 228 438 140 27.55

36 2-Methoxyethanol 76 0.96 188 397 79 30.84

37 Methyl cyanoacetate 99 1.12 260 476 88 38.64

38 Methylcyclopentane 84 0.75 131 345 113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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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39 2-Methylpropyl formate 102 0.88 178 372 117 23.34

40 Nitroethane 75 1.04 184 387 72 32.13

41 2-Nitropropane 89 0.98 182 393 91 29.29

42 Nonane 128 0.72 220 424 179 22.38

43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297 0.95 290 449 313 18.16

44 1-Octanol 130 0.82 258 468 158 27.10

45 2-Octanol 130 0.82 242 452 159 25.91

46 Pentadecane 212 0.77 283 544 278 26.64

47 Pentane 72 0.62 143 309 116 15.45

48 Phenylhydrazine 108 1.09 293 517 99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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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49 Piperidine 85 0.86 262 379 99 28.91

50 Propanenitrile 55 0.78 180 370 71 26.75

51 Propanoic anhydride 130 1.01 228 441 129 29.70

52 Pyridazine 80 1.10 265 481 73 47.96

53 Pyrrole 67 0.97 250 403 70 37.06

54 Quinoline 129 1.09 258 510 118 42.59

55 1,1,2,2-Tetrachloroethane 168 1.59 231 419 106 35.58

56 1,2,3,4-Tetrahydronaphthalene 132 0.97 237 480 137 33.17

57 Thiophene 84 1.06 235 357 79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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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합물 구조식
분자량

(g/mol)

밀도

(g/cm3)

녹는점

(K)

끓는점

(K)

몰부피

(cm3/mol)

표면장력

(mJ/m2)

58 Toluene 92 0.87 178 384 107 27.93

59 Tridecane 184 0.75 268 509 245 25.55

60 Undecane 156 0.74 248 469 212 24.01
a 데이터는 Park et al. (2020)에서 가져옴.
b 컴퓨터 기반 표면장력 측정 실험 상황에서 학생들은 표면장력 값을 오직 측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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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표면장력 측정 실험의 사용 설명서

1. 실험의 목표

‘표면장력이 무엇에 비례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

2. 프로그램의 사용법

① 두 개의 엑셀 창(library와 experiment)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② 노란색 음영의 셀을 조작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③ library의 ‘수식 입력창’에 수식을 입력해서 각 물질의 ‘수식값’들을 얻어낼 수 있

습니다.

④ library의 화합물 번호를 experiment의 ‘번호’에 입력해서 표면장력의 측정을 준비

합니다.

⑤ experiment의 ‘측정’ 버튼을 누르면 7초 후에 표면장력값이 자동으로 측정되어 나

타납니다.(측정 중에는 다른 물질의 측정이 불가합니다.)

⑥ 각 물질의 수식값과 표면장력값은 자동으로 좌표평면 상에 표시되고, 추세선과
R2값(상관성의 정도)이 또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⑦ 60개의 화합물 중 최대 30개까지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⑧ 한 번 입력한 ‘번호’는 지우거나 변경하지 말고, 필요시 이후

번호 칸에 새로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⑨ 수식 입력창의 수식은 언제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셀을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망가집니다.

⑪ 프로그램 조작 시간은 30분입니다.

3. 기본 함수

더하기 : +

빼기 : -

곱하기 : *

나누기 : /

먼저 계산 : (괄호)

제곱 :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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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예시 가설

예시 가설

유형1: A사 핸드폰 대신에 추가적으로 B사, C사, D사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해 보니 공통적으로 핸드폰이기만 하면 물줄기의

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핸드폰은 물줄기의 휨을 줄어

들게 한다’라는 가설을 세운다.

유형2: 물줄기가 휘는 까닭은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가 전기장을 형

성하여 극성 분자인 물 분자를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때 핸드폰을 갖다 대면 물줄기의 휨이 줄어드는데, 이는

핸드폰 속의 금속이 에보나이트 막대에 의해 반대 전하로 대전되며,

따라서 물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장이 상쇄되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에보나이트 막대와 반대로 대전된 핸드폰의 금속이 물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장을 상쇄시켜 물줄기의 휨이 줄어든다’라는 가설

을 세운다.

유형3: 근거는 없지만, 느낌상 ‘핸드폰의 전기가 물줄기의 휨을 바꾼

다’라는 가설을 세운다.

유형4: 물줄기가 휘는 것은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와 물줄기의 전기

적 인력 때문이다. 그런데 핸드폰은 전자파를 내뿜으므로, ‘핸드폰의

전자파에 의해서 전기적 인력이 약화되어 물줄기의 휨이 줄어든다’라

는 가설을 세운다.

[표 A-3]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관한 예시 가설(유형1은 귀납적 추측,

유형2는 타당한 가설, 유형3은 막연한 추측, 유형4는 불완전한 가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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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설

유형1: 표면장력은 어떤 액체가 부피 대비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성

질이다. 따라서 ‘표면장력은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클수록 커

질 것이라는, 즉 표면장력은(끓는점-녹는점)에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세운다.

유형2: 그냥 느낌상 ‘표면장력은 밀도에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세운다.

유형3: 표면장력 단위는 단위 면적 당 에너지[J/m2]이다. 따라서 표면

장력 단위에 대응되도록 에너지[J]에 해당하는 분자간 인력, 즉 끓는

점 요인에 단위 면적[m2]에 해당하는(1/몰부피)2/3 요인을 나눈 것을

가설로 세운다. 즉, ‘표면장력은몰부피
끓는점 에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세

운다.(※ 몰부피는 분자 1mol 당 부피를 의미하며, 단위는[cm3/mol]이

다.)

유형4: 21개의 임의의 화합물의 표면장력과 분자량, 끓는점, 녹는점,

밀도, 몰부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공통적으로 몰부피가 작을수록 표

면장력에 비례하는 것 같다. 따라서 ‘표면장력은 몰부피에 반비례한다’

라는 가설을 세운다.

[표 A-4] 표면장력 측정 실험에 관한 예시 가설(유형1은 불완전한 가설,

유형2는 막연한 추측, 유형3은 타당한 가설, 유형4는 귀납적 추측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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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신의 예상에 대한 정당화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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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표면장력 측정 실험 전사본 예시

시간 발화 가설
가설

코딩

1분 　 　

2분

일단 분자량 당 O의 개수를 원인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은

분자량이 비슷한데 O의 개수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네. 이거

해봐야겠다.

끓는점 타당

3분
이거구나 이거. 아 여깄네. 아 얘도 있네. 아이쿠, 어 뭐야.

그러니까 얘가 O가 2개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여깄다 36번.

4분 　 　

5분 　 　

6분 밀도, 밀도가 더 큰 원인인가? 밀도 막연

7분
오 밀도인가봐. 그러면 밀도가 작은 것, 밀도가 큰 거를 한

번.. 어 이거 뭐야. 밀도가...

8분 지금 밀도가 제일 작은 거를... diethyl...

[표 A-5] A6 참여자의 표면장력 측정 실험 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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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

코딩

9분

밀도가 작을수록 잘 안 맞네. 이거도 해볼까. 이거 아니야.

끓는점은 아닐 것 같고. 끓는점도 전혀 안 맞고. 몰부피도 안

맞고. 몰부피 분의 1도 안 맞고.

녹는점

끓는점

몰부피

1/몰부피

막연

막연

막연

막연

10분 분자량도 안 맞고. 뭐지...
분자량

밀도

막연

막연

11분 14번. 　

12분 　 　

13분

지금부터 밀도가 비슷한데 분자량이 다른 애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비교했네? 오 이건 아닌가봐.

밀도가 똑같은데 분자량이 훨씬 큰 게 표면장력이 작아.

뭐지?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14분

몰부피가 작아. 몰부피가 비슷한 애들을 비교하면은? 밀도랑

몰부피가 비슷한 애들을 비교하자. 1번, 2번. 앗, 부피가...

측정….

15분 큰일났다. 밀도…

16분
한 개만 더 해볼까? 밀도랑 몰부피가 90대, 1.0대, 90대. 7번,

8번. 밀도, 부피... 밀도... 조금 작게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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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

코딩

17분 뭐지? 얘만 상관있나? 밀도*끓는점 막연

18분 아씨 이것도 아닌데.

(밀도^2)*끓는점

밀도

밀도^2

밀도*끓는점^2

밀도

막연

막연

막연

막연

막연

19분
밀도가 비슷한데 끓는점이 높으면 값이 약간 높은데.

녹는점이 높은 것도... 아닌데?

끓는점

밀도

막연

막연

20분 　

밀도+끓는점

밀도+끓는점/100

밀도+끓는점/200

밀도+끓는점/300

밀도+끓는점/273

막연

막연

막연

막연

막연

21분
위 아래로 튀는 값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18.6... 모르겠다.

밀도가 비슷한데 끓는점도 비슷한데 몰부피도 영향이 있네.

22분
몰부피는 클수록 밀도값이 작아. 그러면 얘를... 아.. 몰부피가

몰당 부피인데 그러면 부피당 몰... 부피당 몰수가 크면?
(밀도+끓는점/300)/몰부피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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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

코딩

23분
그러니까 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몰부피

차이가 커...

24분 얜 작게 나오네. 　

25분 얜 왜 또 크게 나와? 51... 18... 전혀 모르겠는데.

26분
benzene. benzene이라서 큰 것도 아니야. 밀도를 몰부피로

나누면?

27분 밀도에 제곱.

(밀도^2+끓는점/300)

(밀도+끓는점/300)

(밀도+끓는점/300)/몰부피

막연

막연

막연

28분 오호 왜지?

(분자량+밀도+끓는점/300)/몰부피

(분자량/100+밀도+끓는점/300)/몰부피

(밀도+끓는점/300)/몰부피

(분자량/300+밀도+끓는점/300)/몰부피

막연

막연

막연

막연

29분
얘는 일단 밀도가 작을거야. 왜 실리콘만 들어가면 표면장력이

작아지는거지? 왤까? 넌 크겠지?

30분

정확히 이거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분자량도 상관이 있고

끓는점도 상관이 있고 밀도도 상관이 있고 몰부피도 상관이

있어. 이런 애들은 뭐 해보나마나. 16.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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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의

종류

1분
일단은 지금 표면장력 경향성을 찾아야 하니까. 아까

생각한대로 끓는점을 x축에 두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끓는점 타당

2분

수식값이 끓는점을 놓고 끓는점이 이 60개 중에 가장 낮은

것부터 30개를 해서 그래프의 경향성과 R2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점이 가장 낮은 것은 2-chloropropane인 것

같은데. 값을 넣고 측정을 하고.

3분 그 다음으로 끓는점이 높은 게 pentane. 　

4분
세 번째는 dichloromethane이 313K으로 높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음…

5분 그 다음으로 높은게 carbon disulfide고. 　

6분　
iodomethane이 carbon disulfide보다 끓는점이 낮았네요. 그

다음이 dichloromethane이고.

7분 이게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찾기가 힘드니까. 　

8분 1번부터 이제 그냥 쭉 하고. 　

9분 　 　

[표 A-6] B1 참여자의 표면장력 측정 실험 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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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의

종류

10분

지금 15개 정도 한 것 같은데 R2 값이 굉장히 작네요. 그러면

이게 끓는점에 1차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11분 　 　

12분

　

일단 분자간 인력이 온도에 몇 차로 비례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표면장력이 m2가 m2이 있는데 이거는… 밀도나 몰부피

같은 걸로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분 일단 데이터를 더 넣어보고. 　

14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R2 값이 작아지니까. 　

15분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채우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분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끓는점 하나로만 하면은… 　

17분

5차식 정도 넣으면은... 아... 선형... 일단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선형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래프가 거의 5차 정도 끓는점만 놓고 봤을 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끓는점)^5

(끓는점)

막연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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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의

종류

18분

이게 x축에 좀 더 변수를 생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온도는 나중에 차수를 조율을 해보고… 길이 단위만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19분
몰부피 3분의 2승을 하면... 온도 부의 몰수의 3분의 2승

나누기 cm의 제곱으로 되니까. 일단 그렇다면 해보면은...
(끓는점)/(몰부피)^(2/3) 타당

20분
오 R2 값이 0.7 정도로 증가를 했고 여기에 이제 몰수가

이상한 변수가 됐으니까 음…

21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고민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끓는점에서의 온도의 차수를 조금 어떻게 조율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분 온도와 에너지 관계는... 　

23분
몇 차로 곱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데이터를 넣고 R2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 어떻게 쓰든 랜덤일 것 같으니까. 번호를 매기고.

25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R2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 수식도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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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화 가설
가설의

종류

26분 일단 분모에 cm2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27분 　 　

28분　 밀도를… 밀도를 변인으로 하면?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끓는점)/(밀도)^(2/3) 막연

29분 표면장력이... 그나마 제일 좋은 변인이 몰부피인 것 같은데.. (끓는점)/(몰부피)^(2/3) 막연

30분
그러면 끓는점의 제곱을 해보면? 어? R2 값이 늘어났네.

세제곱을 하면? 일단 가장 근접하게 찾은게 T2인 것 같고...

(끓는점)^2/(몰부피)^(2/3)

(끓는점)^3/(몰부피)^(2/3)

(끓는점)^2/(몰부피)^(2/3)

막연

막연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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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are significant for scientific inquiry as a gateway

connecting causal questions and scientific explanations of surprising

phenomena. In this dissertation, three studies identified perspectives

on hypotheses in science education and investigated how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affects hypothesis generations, particularly from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and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first study qualitatively identified science teachers'

perspectives on hypothesis and their conflict. As a result, teachers

appeared to have three perspectives on hypothesis: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instrumental perspective,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is a view tha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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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taken primarily by existing hypothesis generation literature. In

this viewpoint, hypotheses are regarded as a means of generating

scientific knowledge.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is a view that

considers the instrumental influences of hypotheses on society. This

viewpoint is a new one for hypothesis generation research in that it

does not limit hypothesis generation activities to the narrow meaning

of science as a scientific knowledge system but rather considers th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Finally,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s a

view that even invalid hypotheses are acceptable if they can help

students' learning and development. Acceptable hypotheses from this

viewpoint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nature of science and

improve their scientific thinking and abilities to generate scientific

hypotheses. In this study, however, the teachers' instrumental

perspective sometimes conflicted with their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because there was doubt that students' invalid hypotheses

could not be both scientifically and educationally meaningful. This

study implies that discussions on the various perspectives of

hypotheses need to be made in research on hypothesis generation

educ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needs to be pursued primarily in hypothesis

generation research.

The second study investigated how a treatment requesting a

high level of justification for students' predictions, i.e., causal

question strategy at a personal level, affects undergraduate students’

generation of valid hypotheses in a subsequent computer-based

surface tension measurement experiment. Specifically, forty chemistry

education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twenty

students(A and B) and then individually justified their predictions for

10 minutes. At this stage, the group A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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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two scientifically plausible reasons for their predictions, while

group B was asked to write up to eight reasons. Afterward, they

individually conducted a 30-minute computer-based surface tension

measurement experiment. As a result, the group B students, who had

been asked to justify their predictions more, generated significantly

more valid hypotheses in the subsequent surface tension measurement

experiment(p<.012). It seems that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promoted deliberate thinking, or abductive thinking, in the subsequent

inquiry process. Existing learning models of hypothesis generation,

which follow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knowledge, have had a

limitation in that they do not mention how tentative cause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hypothesis gener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implies that constant reflection on one's understanding

needs to be accompanied to induce valid hypothesis generation more.

The third study qualitatively investigated how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affects hypothesis generation in a context of open

chemical inquiry by middle school science gifted students. In other

words, it was investigated that what detailed causal questioning

strategies exist in the interactive and practical context and what

changes appear in hypothesis generation in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knowledge. Also, what meaning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has was analyzed from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and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tailed

strategies in the interactive context include ‘inducing stepwise logic,’

‘suggesting logical weakness,’ and ‘emphasizing conceptual

understanding.’ Each detailed strategy influenced students to generate

new hypotheses, modify existing logic, and explore relevant

information independently. Furthermore,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led to the following two changes over time from the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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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perspective. The first is that as the inquiry progressed,

hypotheses created changed from observational ones to theoretical

ones. Early in the inquiry, the students hypothesized randomly using

visible variables, but as the teacher continued to emphasize causal

questions, students sought to find more fundamental reasons.

Eventually, later in the inquiry, they came up with theoretical

hypotheses, including theoretical entities. The second change is that

multiple independent hypotheses changed to complementary ones.

Multiple independent hypotheses refer to several hypotheses proposed

simultaneously but not relevant to each other. There were multiple

independent observational hypotheses early in the inquiry because

students randomly proposed hypotheses using visible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icity and independence were also maintained

when students later made theoretical hypotheses. However, as the

teacher's causal question strategy continued to stimulate the

weaknesses of multiple independent theoretical hypotheses, students

eventually proposed a complementary hypothesis that is a fusion of

existing hypotheses. This one was more valid in that it

complemented the weaknesses of existing ones. Meanwhile, the

strategy emphasizing causal questions in the open chemical inquiry

did not only affect the hypothesis generation from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This strategy was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in that it motivated students to overcome limitations

arising from their inquiry by themselves and to gradually pursue

valid hypotheses based on the cause of the phenomenon.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was also valuable in that it kept the students

focused on hypothesis generation activities based on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while Socratic

dialogue sometimes destroys relationships by irritating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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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Therefore, emphasizing causal questions in open chemical

inquiry may be significant as a potential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and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hypothesis and that the causal question strategy

facilitating the generation of scientific hypotheses could be meaningful

not only from the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paper

are thought to further guide students beyond the limits of the

existing scientific knowledge perspective into practices of science and

contribute to students’ establishing a mature perspective on scientific

inquiry.

keywords: Hypothesis, hypothesis generation, perspectives on

hypothesis, causal question strategy,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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