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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현행 중등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강의를 통한 주업식 교육이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또 다

른 형태의 바람직한 과학교육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한국물리교육연구센타]는 ‘과학공동탐구와

토론’ 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활동은 1993년 과학교육의 해를 제정한 교육부와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준비한 조직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현실적 여건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과학학습활동을 경기라는 형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

험하게 하는 방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물리교육연구센타]는 학생들

이 종합적 탐구활동의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의사결

정과정과 역할분담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며， 또한 경기로부터 과학에 대한 흥

미와 상호간의 경쟁능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고양할 수 있도록 [과학공동탐구토

론대회]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우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어

1996년까지 제4차 대회를 치루어가며 보완되고 있고 이 대회에 대한 긍정적인 결

과들이 연구보고서로 보고되고 있다. 이 평가연구에 따르면 처음에 의도하였던 이

상이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회에서 얻어진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이 지닌 과학적 탐구능력이 기대했던 것 이상

으로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대회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과학교사와 과학교육자들이 이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을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

* 이 논문은 199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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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는 ‘과학공동탐구와 토

론’ 방법을 [과학탐구토론대회]의 형식으로 1995년부터 학부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

과 자체 행사로 실시한 바 있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물리교육과의 정규 교육과정

으로 포함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람직한 과학교육의 이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과학공

동탐구와 토론’을 고찰하고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탐구토론대회]

에 대한 개요와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과학교육에서 과학공동탐구와 토론 방법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II. 과학활동에서 과학토론과 공동탐구활동의 의미

과학적 활동에 대한 과학사적 또는 과학철학적 논의를 통해 보건데， 과학은 확고

불변한 지식체계의 성립이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소위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며 과학자 사회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이다. 과학과

사이비과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학에 대한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공동작업과 의사소통은 모든 과학의 발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은 과학을 완성된 지식체계의 전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학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

다. 이러한 과학적 활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동탐구와 토론의 방법이 과학교

육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토론과 공동탐구활

동이 필요하다.

과학적 탐구활동이란 사실세계와 인식세계 또는 환경과 의식 사이의 간격을 좁

혀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소위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현실에 대한 관찰과 측정을 통하여

인식세계를 구성하는 단계 둘째 개념화된 인식세계를 다시 현실세계에 적용하고

조작과 통제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통하여

인식적 오류를 극복하고 인식세계를 재구성하는 반성적 고찰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풍부한 상상력과 직관 주의갚은 관찰력， (2) 상상이나 직관을 전개하여 논증

할 수 있는 수리적이고도 논리적인 사고력 (3) 과학과 인접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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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지식， (4)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선택하며 가공과 근사화하는 과정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 능력， (5) 변수를 결정하고 통제 및 조절하는 능력， (6) 얻어진 정보

로부터 가설설정과 이론적 모형을 고안하는 능력 : 귀납적 추론 (7) 제안된 모형과

가설로부터 가능한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 : 연역적 추론 (8)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

고 계산된 해의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 (9) 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실제로 실증

할 실험을 설계하는 능력， (10)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도구를 고안하는 기능적

기술적 능력.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한 개인이 모두 완전하게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탐구에 직헌하여 이러한 개인의 한계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

하게 위해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하고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

게 된다.

2. 지식을 타인이 이해하고 수용활 수 있도록 공유된 언어와 개념으로 객관화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학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협동을 통하여 그들이 해답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해를 실증해보여

야 하며， 자신들의 견해가 지니는 타당성을 제3자에게 설득하여야 하고 반론에 대

하여 방어를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능력， 논점과 사태의 흐름

을 정확하고 재빨리 파악하고 다른 견해의 논리적 약점과 강점을 확실하게 이해하

는 능력， 상대방을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등을

요구한다. 즉， 과학적 의사소통은 과학적 활동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어쩌면 본질적

인 것이기도 하다.

3. 과학이 도그마나 이데올로기 혹은 신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개

방적이어야 한다는 펼요성 때문에 필요하다.

과학의 위대함은 스스로 오류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현실세계와 인식세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오는 펼연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4. 과학의 가치는 자연에 대한 체계적 지식의 제공과 그 지식을 인간에게 유용하

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치 외에도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데 더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만일 학생들이 올바로 과학을 이해하였다면 과학을 통하여 배우는 지식을 절대

화하고 지식습득으로 모든 과학학습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

간의 지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한 오류를 찾아가며 탐구해가는 태도를 가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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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의 성격과 개요

1. 대회의 배경과 성격

이 대회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단위행사의 하나로서 서울래학교 사범대학 물리

교육과에 소재 하고 있는 [한국물리교육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것이다. [한국물리교

육연구센터 J(이하 연구소)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위하여 여러 연구원들의 연구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과학경기대회를 참고하여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고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대회의 형식과 골격은 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를 토대

로 개발된 것이며， 이똘 위해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은 수개월에 걸친 토론과 연

구자료의 집필을 통하여 대회의 교육적 가치와 실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다. 연구소는 우선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가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의 과학경연대회

로서 지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크게 1) 대회

로서의 형식적 타당성， 2) 과학교육적 훈련으로서의 가치， 3) 과학철학적 인식론과

과학교육의 학습론적 근거 4) 경기로서의 오락성과 대중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

었다

일반적으로 과학경연대회는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학교수업

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특별히 과학에 대하여 능력

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재능있는 학생

들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경기대회를 실시하여 왔다. 이들 대회에

는 다양한 경기의 수준과 유형이 있으며 경기방식이나 평가방법도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모든 과학경기대회는 학생들의 뛰어난 문제해결능력 뿐

만 아니라 독창적 사고능력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과학적 방법을 올바

트게 적용하는 능력 등을 평가히고 있다. 이들 국제적 과학경연대회들은 대부분 참

가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중심로 평가하지만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과제가 미리 결

정되지 않고 전적으로 참가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던가(예컨대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Y. ‘EC Contest for

Young Scientists'의 경우)， 아니면 경기 중에 공개된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푸

는 것(‘과학올림피아드’의 경우)이 일반적이다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는 이들과는

다른 제3의 경기유형이다. 그것은 마치 야구나 축구와도 같이 집단적 협동섬에 바

탕을 두고 있으며， 경기의 운영요령과 팀의 전술이 경기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은 물론， 이것이 선수와 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형태의 경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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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것은 실제 과학활동의 현실과 유사하게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재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경기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열려

있다는 점과 참가자들이 연구과정과 결과를 토론을 통하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한

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는 파제가 사전에

부여되어 3~6개월 정도의 해결기간을 갖게 되며， 과제해결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된 팀이 역할분담을 하고 공동으로 연구한다. 과제는 경우에 따라 지극히 제한

된 해결방법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열린 해결방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여기서는 팀마다 연구방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올 지니고 있다: 1) 과제
들이 사전에 주어진다. 주어진 과제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평범한 사건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연구방법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다; 2) 탐구활동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적 협동성과 전체적 조화를

중요시한다. 여기서 개인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맞게 최적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

기의 승패를 좌우한다; 3) 이 경기에서는 타인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을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명쾌하게 밝히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논증하고 타인

에 견해를 반증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경기의 요점

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과학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해결방식의 타당성을 놓고 다

수의 팀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를 협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유

발시키며 또한 경쟁적으로 서로 자극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

하면 실제 전문가 학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과학활동에 가장 유사하게 학생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이러한 과학자 집단의 경쟁을 경기라는 형태를 통하여

지적 유희로 자연스럽게 용해시키고자 하였다.

2. 대회의 교육적 목표와 의의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계발하고 과학 및 연구활동을 개인

적，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활동을 장기적으

로 실천하고， 연구를 위한 조직화를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대회에서

는 각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서로 조화있게 조직하고 활용하는， 각 팀의 집단적 협

동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회의 목적을 크게 4개 항목

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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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적 사고력의 계발

@ 정확한 과학지식의 습득과 응용

@ 광범위한 과학관련 지식의 활용

@ 과학적 방법의 습득과 구사

@ 과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

(2) 과학활동의 직접적 체험과 연구활동

@ 학술적 과학활동의 경 험

@ 정보수집과 처리의 능력

@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 모색

@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활동의 장기적 실천

@ 연구의 조직화

(3) 집단적 협동섬의 자극

φ 개인능력의 최적화된 활용

@ 의사결정의 합리적 과정에 대한 경험

@ 자발적 역할분담과 책임감의 완수

(4) 축제적 경연대회

@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

@ 경기의 공동체적 체험

@ 과학의 대중화

이 대회는 과학경연대회가 지녀야 할 ‘학술적이고 탐구적인 측면’， 일반경기가 지

니고 있는 ‘대중적이고도 축제적인 측면’， 경기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람자와 심

사위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공동체적 측면’， 학술적 연구에서 흔히 일

어날 수 있는 사고와 연구활동의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갖

춘 경기이다. 그리고 경기의 진행이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가 취하는 두 팀간의 경

쟁도 아니고， 보똥 오락게임이나 경기대회에서 취하는 다자간의 경쟁도 아닌 3자간

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정적이다. 그것은 비판과 방어，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경가형식으로부터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재판관의 역할이나 중세

의 스콜라학자들이 즐겼던 토론에 의한 논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경

기에서는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시각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해결 방안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틀을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도 하나의 특정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정 중의 하나로 이 경기는 육상 경기처럼 혼자 해내는 기록경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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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즉 경기에서 개인의 천재성이나 재능보다는 집단적 협동성과 각자 개인

능력을 최적화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강조된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과학

연구가 최초의 과제선정에서부터 다양한 모형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검증， 그

리고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해결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일련의 협동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매우 의미있다.

반면 이런 식의 교육적 훈련은 현재 학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의 경우는 아직도 학교에서 고립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경기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여

의미있는 과학학습으로 유도하는 것이 과학교육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3. 교육적 지향점과 지도목표

이러한 훈련을 위한 실제 과학적 탐구활동은 매우 복합적인 정신적이고 육체적

인 활동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들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근거 있는 ‘모든 시도를

교육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하여 펼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적 토론은 학생들에게 그저

책상에 앉아서 책이나 타인의 지적권위에 의지하여 떠드는 것보다 종합적 활동을

실증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

적 토론을 다음과 같은 형식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 :

가. 공동의 연구와 합리적 의사결정의 경험

가능하면 공동으로 활동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적어도 4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를 펀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과학적 재능이 뛰

어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각자가 지닌 ‘재능을 최적화’하여

공동의 과학주제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 모든 학생이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정의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능력을 똑같이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공동탐구의 진정한 의미는 각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어떤 과학적 탐구과제가 주어졌을 때 서로

가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할을 나누는 일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

할이 분화되었을 때 자신의 일 이외에는 남이 맡은 일이나 전체적인 상황에 소홀

히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기능이 분담된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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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를 지휘할 학생 - 그는 과학에 대하여 재능이 없을

수도 있다 - 이 필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활동에 관심 있는 다른 동료들이

같이 참여하여 야이디어를 구하거나 같이 경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각

자가 얻은 성과에 대하여 모두 모여 그 결과를 토론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공동의 과학활동에서는 반드시 과학에 재능있는

학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만드는 기능이 뛰어난 학생， 통솔력이 있는

학생， 일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 등도 큰 역할을 하게 되며， 이렇

게 모든 능력이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에 진정한 과학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나. 장기간 숙고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의 경험

토론의 주제를 부여하되 즉석 토론이 아니라 일정한 활동기간 동안 과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한다. 흔히 TV에서 이루어지

는 게임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문제를 보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였던， 이미 습득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답을 요

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거나 순간적인 순발력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반면 실제의 과학활동

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키워 주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가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끈기 있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모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설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연구활동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야 하며 각자 얻

은 결과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역할을 나누며 서로가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는 역할분담의 필요

성과 의미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지니는 또 다른 가치를 강조

한다면， 그것은 역할분담을 통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경험’이다. 즉 이것은 단지 과

학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두가 필수적으로 겸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된다. 이 사회적 경험에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적， 조직적，

협동적， 효율적’이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협조하기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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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소위 뛰어난 수재들이 연구한다는 과학에

서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과학경연대회를 보면 대부분 개인단위로 시상

이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시험을 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과

학에서의 집단적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학에서 개

인적 능력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 과학의 본질도 아니며 인간 지적활동의 본성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의 문제이다. ‘민주적， 조직적， 협동적， 효율적’이라는 공동

의 활동은 오늘날 과학의 거대화와 연구자 개인의 전문화라는 추세가 만들어 낸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탐구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지 조언자로서 제

한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끈기를 요구하는 것만큼 교사 역시 끈기 있게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라. 과학연구활동의 실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모든 연구팀들은 각 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한 과제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각 조마다 제시한 해결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서로 비교하고 논쟁하도록

한다. 이것은 아무 준비없이 떠들거나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난상토론이 아니라 서

로의 탐구과정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얻는 ‘과학적 활동’의 일부분

인 것이다. 만일 교사가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도한다면 아마도 학생들은 여기서

과학적 활동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꼭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답이 유일하게 하나’라는 것은 반드시 ‘그 답을 구하는 방법도 꼭 하

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과학에서는 경우에 따라 정답이 꼭 하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령 우리가 빛의 본성을 업자로 파악할 것인가， 파동으

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식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단지 우리가 빛을 입자로

파악하였을 때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빛의 어떤 본질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비판적 시각의 형성

토론의 주제들은 계산과 알려진 지식을 적용하여 해답이 얻어지는 소위 교과서

적 문제를 지양하고， 오히려 과학활동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실제 상황과 밀접한

‘열린 질문’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알려진 지식 속에 있는 답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활동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며， 여기서 제안된 모형과 해결들의 장단점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170 師 大 論 蕭 (54)

이 바람직하다. ‘열린 질문’이 추구하는 바는 과학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답이 열린 질문이 지니는 난점은 그것이 자칫하면 탁상공론이나 화려한 언변

술의 자랑으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열린 질문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CD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진술이 좋다.

@ 문제 자체 만을 위해 만든 문제를 지양하고， 과학활동의 실제와 부합하는 문

제여야 한다.

@ 문제를 교사가 실제로 해본 것이면 더욱 좋지만 적어도 교사는 문제의 과학

적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많은 연구를 직접 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과학적 탐구과정의 요소들을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로 요구

하는 것이 좋고， ‘협동적’로 활동하는 것이면 더욱 좋다. 과제들은 과학적 활동의

실제와 유사하여야 하지만 과학자와 같은 전문적 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과학상황과 유사하되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모형과 변수를 단순화시킨 과제

들이 좋다.

바. 자료수집과 정보처리의 효율성 인식

부여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필요한 자료

를 측정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도서관，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

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

학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교육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

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엄청나게 쏟아지는

양의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교육적 훈련이 과학

교육에서 매우 절실하다.

사. 사고의 객관적 표현과 연구과정의 체계적， 학술적 기록의 습관

학생들이 공동으로 탐구촬동을 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

동 중의 하나이므로， 학생들에게 그들이 활동한 사항과 얻은 결과들을 정리한 보고

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야 한다. 과학적 논쟁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지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고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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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교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글로 제

대로 표현하는 것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잘 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고서는 일기나 수필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며 또 단순한 사건기록과 같은 것

도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 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는 용어의 선

택과 서술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보고서 쓰기는 전문적 학술논

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육적 훈련의 과정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

에 더 큰 배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φ 문제의 개요와 문제에 대한 연구의 목적

@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문헌들에 대한 조사

@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들과 이에 대한 논의 결과

@ 선택된 해결방법과 이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 의미

@ 과제해결을 위하여 활동의 조직과 역할분담 그리고 그것의 결정과정

@ 분담된 역할의 활동결과 및 수집된 자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 모형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과학적 타당성

@ 이론적 모형을 실증할 실혐의 설계， 고안， 도구의 제작

@ 얻어진 결과와 결과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의미의 검토

@ 활동에 대한 자체적 평가와 문제점， 어려움， 계속 연구될 수 있는 과제， 성과

아. 과학적 사고력의 포괄적 형성

부여된 문제는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정의적， 심리적 수준과 상태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실제의 활동과 관련있게 이

루어진 것이면 더욱 좋다. 많은 경우 과학자들은 초기조건과 결과로부터 변수들 사

이의 관계를 대략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느 것을 선택해

야 할 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짐작이 맞지 않거나 전혀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들을 여러 각도에서 테스트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자연현

상에 바탕을 둔 실제적 문제를 통하여 과학적 능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임의의 상

황 속에서 이론적 모형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과학적 실제상황과 관계를 반드시

지니지 않은 문제도 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지도를 통하여 이

런 주제에 과학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

구하는 문제를 익숙한 일상적 상황에 맞게 변형하거나 또는 모형을 단순화하여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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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인식

질문은 반드시 과학의 내용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가능한 모

든 상황을 주제로 한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이 과학자들만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평

범한 시민과 정치가 등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며， 과학과 기술의 영향력이 사회에

서 광범위하고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과학교육의 한 과제가 되

었고， 과학교육의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과학， 가술， 사회)적 접

근이라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의 활용범위가 우리 삶에 매우 넓고 깊게

확장되어 옹 만큼， 과학의 영향력과 그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당연

히 교육에서도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N. 물리교육과 〔과학탐구토론대회〕의 개요

물리교육과의 [과학탐구토론대회]는 앞절에서 논의한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의 한 부분으로 개발된 중학생 대상의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대학생 수준으로

개편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학부생 전원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매

년 학과 자체 행사로서 실시되고 있는 일종의 경연대회이다. 대회의 배경과 성격，

교육적 의의 및 지향점 등은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의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

와 같으며 물리교육과에서 실시된 본 [과학탐구토론대회]는 불리교육과의 특성에

맞도록 그 형식적인 면에서만 개편되어 실행되었다. 1996년 제2회 대회로 치루어진

물리교육과 과학탐구토론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회의 개요

가. 대회의 교육적 목표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계발하고 과학 및 연구활동을 개인

적，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활동을 장기적으

로 실천하고， 연구를 위한 조직화를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대회에서

는 각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서로 조화있게 조직하고 활용하는， 각 팀의 집단적 협

동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회의 목적을 크게 4개 항목

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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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적 사고력의 계발

@ 정확한 과학지식의 습득과 응용

￠ 광범위한 과학관련 지식의 활용

@ 과학적 방법의 습득과 구사

@ 과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

(2) 과학활동의 직접적 체험과 연구활동

@ 학술적 과학활동의 경 험

cz) 정보수집과 처리의 능력

@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 모색

@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활동의 장기적 실천

@ 연구의 조직화

(3) 집단적 협동심의 자극

@ 개인능력의 최적화된 과정에 대한 경험

@ 의사결정의 합리적 과정에 대한 경험

@ 자발적 역할분담과 책임감의 완수

(4) 축제적 경연대회

CD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

@ 경기의 공동체적 체험

@ 과학의 대중화

나. 교육적 지향점과 지도목표

(1) 공동의 연구와 합리적 의사결정의 경험

(2) 장기간 숙고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의 경 험

(3) 연구활동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

(4) 과학연구활동의 실체에 대한 교육적 접근

(5)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바판적 시각의 형성

(6) 자료수집과 정보처리의 효율성 인식

(7) 사고의 객관적 표현과 연구과정의 체계적， 학술적 기록의 습관

(8) 과학적 사고력의 포괄적 형성

(9) 과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인식

다. 기본방침

물리교육과 학부생 전원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문제출제 및 평가를 물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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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맡아 진행하여 물리교육과의 특징적인 행사가 되도록 한다. 또한， 참가학

생들에 의한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탐구활동과 구성원의 협동으로 얻어진 결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라. 일시 및 장소

1995년에 치루어진 제1회 대회가 물리교육과 총 M.T. 행사에 맞추어 야외에서

(경기도 산정호수) 치루어진 반면， 1996년에 치루어진 2회 대회는 총 M.T. 행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교내 행사로 치루어져서 학교 내(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치

루었다. 시기는 학부 4학년생들이 교육실습을 행하기 전인 5월 중순이었다.

마.참가대상

물리교육과 학부생 전원을 참가대상으로 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생 전원

이 9개 팀을 구성하되 한 팀에는 12-14명 의 학부생들이 학년에 따라 고르게 구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바. 일 정

문제출제에서 결승전까지 전체 일정은 3개월 미만으로 제2회 대회를 참조로 구

체적인 과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월 25일 - 3월 29일

4월 1 일

4월 1일 - 4월 9일

4월 10일 - 5월 9일

4월 26일

5월 10일 (금)

5월 17일 (금)

문제 출제

1차 오리엔테이션

예선 조 편성 및 과제 선정， 조원 확정 및 역할 분담

조별 탐구 자료 분석 및 탐구활동

2차 오리엔테이션 : 중간 안내 및 탐구 지도

발표내용 보고서 제출

탐구토론대회 예선 및 결승

사. 조 직

문제 출제로부터 진행과 심사의 전 과정을 물리교육과 교수 5명 전원이 공동으

로 참여하여 본 대회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에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1명 과 석사과정 2명 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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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의 세부 내용

가. 구체 일정

1) 조편성 및 과제선정

물리교육과 학부생 전원이 참여하도록 9개 조를 구성하되， 학년별로 9개 조로 고

루 분배되도록 편성한다. 이 때 편성된 조는 가능한 한 앞으로 계속 연구팀을 유지

하여 다음번 탐구토론대회나 각종 조별 연구활동시에 동일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 구성된 조는 각 학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4

학년-발표， 3학년 질문， 2학년-평 가， 1학년-자료수집 등과 같이 각 조원의 역 할을

조별로 결정한다. 각 조는 제시된 연구문제들 중에서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조 편성

과 역할분담 내용을 정한 기일까지 보고한다.

2) 예선 보고서 제출

각 조는 예선에 앞서 자신들의 연구과정과 결과， 발표 내용등을 요약하여 정한

기일까지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제출한다.

3) 예 선

예선전에서 9개 각 조는 제한시간 10분 이내에 자신들의 탐구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 때 제한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발표인원은 제한이 없고， 다양한

보조도구나 실험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선전 심사에서는 보고서와 발표를 중

심으로 평가하여 9개 조에서 3개 조를 선출하게 된다.

4) 결 승

예선을 통과한 3개 조가 결승을 치루는데， 결승에 올라온 각 조는 자신들의 연구

과제를 더욱 보완하여 발표와 반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이 때 각 조별로 그동

안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고 변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토론에서 각 조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편이 지적한 문제

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하는데， 자기 조의 주장을 상대방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게 제작된 모형이나 도구， 사진， 슬라이드， 컴퓨터， OHP 등의 활용， 보조인원의

동원도 가능하다.

제2회 대회의 예선 및 결승전의 진행 내용의 구체적인 소개는 부록1에 수록되어

있다.

나. 예선전 경기규칙 및 진행방법

1) 각 조별로 제한시간 10분 이내에 자신들의 탐구내용을 발표함으로 진행된다.

2) 이 때는 다른 조원들의 반론은 없으나，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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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고， 발표 인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평가기준 : 보고서 40%, 발표 및 답변 40%, 실험 및 보조도구의 활용 20%

다. 결승전 경기규칙 및 진행방법

1) 예선을 통과한 3개조가 3회 전을 치루어 각각 발표자， 반론자， 해설자의 역

할을 한번씩 하게 된다. 즉， 한 회전마다 3개 조는 한 조는 발표를 하고， 다

른 한 조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나머지 한 조는 평론을 하는 것으로 경기

가 진행된다.

2) 1회 전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된다 : 총 25분(시 간 제한 반드시 확인)

발표 :8분

발표자에 대한 반론팀의 질문 :2분

반론자의 주장 :3분

발표자와 반론자 사이의 논쟁 :4분

발표자와 반론자의 견해에 대한 해설자의 해설과 논평 :4분

논쟁의 마무리 :4분

3) 진행방법

@ 발표 : 발표자는 요구된 문제의 해에 대한 주요 착안점과 결론을 제시한

다. 이를 위하여 제한 시간 내에 그림， 슬라이드， 사진 등을 사전에 준비

하여 제시하거나 시범실험을 보일 수 있고 보조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

￠ 반론 : 반론자는 발표자의 주요 착안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발

표에 대한 비판을 한다. 여기에는 발표자의 실수， 문제 이해의 오류，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적 부당성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비판에는 오

직 발표자의 해결에 관계된 것만아 허용되며， 반론자가 자신의 해를 제

시할 수도 있다.

@ 발표자와 반론자 사이의 논쟁 : 여기서 발표자의 해가 토론된다. 발표자

는 반론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반론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 해설 : 해설자는 발표자의 중요한 쟁점과 반론자의 비판의 의의를 지적

한다.

@ 논쟁의 마무리 : 이 과정에서 반론자의 반박과 해설자의 평가가 논의된

다. 반론자와 해설자는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해를 제시할 수 잇다.

4) 제한사항 : 각 조의 구성원 각자는 발표자나 반론자， 또는 해설자로서 오직

한번만 출연할 수 있다.

5) 판결 : 경기의 진행자는 경기규칙에 따라 시간을 제한하고 논쟁시 팀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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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조정한다. 심사위원들은 발표팀， 반론팀， 해설팀에 점수를 부여하고 문

제에 대한 부연설명도 한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들은 토론의 결과를 수합

하여 문제에 대한 해가 지니는 장단점을 평가한다.

6) 경기의 도식 : 일회전이 끝나면 세팀의 역할은 서로 바뀌어 2회 전이 진행된

다. 역할이 바뀌는 방법은 ‘발표팀 • 반론팀 • 평론팀 • (발표팀)’의 순

서로 한다. 따라서 한 경기에서 한 팀이 모든 역할을 최소한 한번씩 맡기

위해서는 3회 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한 경기는 3팀 의 3회 전으로 구성된

다. 일회전의 구성을 도식적으로 표현한다연 다음과 같다(그림 1),

¢ 이그

D 해결요구 I£!' £!,

@ 거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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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회전 경기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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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및 평가

가. 출제 원칙

이론 중심의 탐구와 토론을 유발하는 문제를 제시하며， 일정한 틀의 모범답안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양한 접근과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평가되는 문제로서 얼

마든지 깊이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1)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학활동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한다. 따라서 문제들은 학생들의 어떤 특수한

단편적 능력 - 예컨데 암기력이나 지식， 또는 실험능력이나 수리적 계산능력 등

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은 첫

째로 지식 자체보다는 풍부한 상상력과 직관， 둘째로 상상력올 전개하고 논증할 수

있는 수리적이고도 논리적인 사고력， 셋째로 과학이나 인접분야에 대한 깊은 이론

적 배경， 넷째로 가설설정과 변수의 결정， 정보의 취사선택과 근사화 과정， 계산된

해에 대한 의미판단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결정능력， 다섯째로 해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실제로 제작하거나 실험해 보이는 기능적 능력 등이 된다. 학생들은

출제된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능력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2)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이 주어진 기간내에 학생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데， 그것은 위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골고루 모두 갖춘 학생이 실

제로 극히 드블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기가 지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평범한 수준

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기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혹은 협동적，으로 계발

하는데 있기 때문에 출제될 문제는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위하여 특

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 경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한계성을 스스로 깨닫고 각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협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

게 된다. 여기서 역할분담이 생기고 조직과 운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왜 필

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적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해

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해를 실증해 보여야 하며， 자신들의 견해가 지

니는 타당성을 제3자에게 설득하여야 하고 반론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 한다. 이것

은 학생들에게 또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즉 의사소통의 능력， 논점과 사태의 흐름

을 정확하고 재빨리 파악하고 다른 견해의 논리적 약점과 강점을 확실하게 이해하

는 능력， 상대방을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등도

역시 필요하다. 문제 자체가 이 점을 위하여 특별히 출제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통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깨

닫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경기를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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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문

제들을 매우 간략하게 진술하였으며 해가 열린 문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방법과 수준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 팀은 서로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해결의 수준

과 깊이， 이론적 모형의 구상 등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학생들이 판단결정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의사소통의 민주적이

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문제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생활주변의 현상과 사건들이 문제의 대상으로

될 때에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과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좀 더 밀접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동시에 현대 과학기술사회 속에서 요청되는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맥락

(STS : Science, Society and Technology) ’이 지닌 의미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생활주변에서의 과학적 주제’라는 관점은 단지 생활 속에서 과학적 탐구의

소재발굴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결단’을 위한 교육적

훈련이라는 측면도 포함한다. 특히 후자를 위하여 본 경기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

된 공학， 사회， 환경， 경영관리 등에 대한 문제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 출제문제의 유형

1) 깊은 과학내용과 지식에 근거하여 해를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

2) 어떤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도구를 고안하는 문제

3) 실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형을 세우고 모형에 따라

해를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문제: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의 범위에 따

라 가능한 해가 여러개 있는 경우도 있고 지극히 제한된 해를 갖는 경우도

있다

4) 임의의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가설과 모형을 세워 결과를 추

론하는 문제 : 사고실험의 문제

5) 과학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경영관리적 문제

다. 제2회 대회에 출제된 문제 예시

<문제 1>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를 전재한 것이

다. 지구의 자기장에 관한 탐구 고찰을 하여 발표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라.

@ 지자기의 변화(과거의 자료조사 및 원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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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기의 측정(실험)

@ 지자기의 영향 및 효과(예 : 철새의 방향 탐지)에 관한 탐구

@ 이 광고에 대한 과학적 비판

<문제 2> 서울시의 공기는 맑지 않고 뿌영고 때로는 누런 색깔을 띨 때가 많다.

왜 이 색깔은 갈색으로 보이게 되는가?

이것은 빛이 선택되어 흡수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 이렇게 되는가?

또는 빛이 분산되어 산란되기 때문인가?

또는 또 다른 원인때문인가?

<문제 3>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담요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혹은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해롭다는 설이 있고， 흑자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롭기까지 하

다는 얘기가 있다.

@ 전기담요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가? 혹 전자파는 발생하는가?

@ 이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 전기담요에 대한 과학도로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라. 심사기준과 평가지

심사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대범주로서 총 3개의 ‘평가범주’， 소범주로서

총 127~ 의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평가는 ‘평가사항’ 항목에서 취급하도록

하였다(표 1 참조) .

1) 1차 예선 심사기준

@ 예선문제의 해결방안， 문제해결 보고서， 준비된 각종 실험도구 및 시청각

자료를 준비한다.

@ 제시된 문제를 팀대표 학생이 심사위원에게 설명한다. 이때 보고서를 제

출하고 준비된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 예선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시사항

-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一 실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험장치와 실험방법

을 설계한다.

-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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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가범주와 항목

가중치

역할분담과 조직

평접 (A， E, C, D, F)

조직의 형태와 효율성

역할분담과 개성의 활용

활동의 협동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인자세 ...
자료와 정보수집의 방법

자료와 정보의 분류

자료와 정보의 가치

자료와 정보의 활용

운영의 민주성
구성원의 참여도 ...
관련된 지식습득
관련분야 조사연구.，.

이론적 모형과 가설

변인통제 기능
창의력 ...
실험설계
실험수행과정

실험결과의 타당성

실험결과의 활용

도구제작과 타당성

제작된 도구의 기능 ..

평가사항

자료수집과 정보처리

탐구능력

실험과 도구제작

평가요소

의사결정과정

지적 배경

탐구활동

평가범주

토론의 역할분담 ..,
주장의 논리성

근거자료의 제시

시청각 도구의 제작'"

상대방 견해의 수용

상대방 견해의 비판

구성원의 참여도
토론규칙의 준수 ..,
견해의 장단점 비교

난점 돌파력

상대방 견해의 이해

토론방향의 유도 ...

구성원의 역할분담

설득력

도

판단력

태

과학토론

문제의 개요와 연구의 목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문헌조사

제안된 방법과 논의의 결과

선택된 해결방법과 과학적 타당성， 근거， 의미

활동의 조직과 역할분담， 결정과정

활동결과 및 수집된 자료

이론적 모형， 이론적 배경， 과학적 타당성

실험의 설계， 고안， 도구제작

얻어진 결과와 과학적 타당성， 의미

활동의 자체적 평가: 문제점， 어려움， 계속 연구과제， 성과

문장력
정서법 ...
논리성

이론적 근거
창의력 ...

식

용

형

내
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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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분량은 A4용지 에 더블스페이스로 20매 내외

@ 팀의 조직과 역할분담

조직

- 역할분담

- 분담된 역 할의 종합방식

@ 탐구활동의 과정

- 제안된 해결방법들

- 선택된 해결방법의 이유

{ 해결방법의 이론적 배경

- 실험이나 관찰， 측정에 대한 설계

- 자료와 정보수집 과정과 성과

- 도구나 기구의 제작과정， 기술적 문제

@ 결론

- 결과에 대한 논의

-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과 제언

@ 탐구활동 일지

3) 본선심사의 일반사항

CD 학생들은 연구팀을 어떻게 조직하였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

기서 각 개인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가

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위

하여 익숙하지 않은 역할도 적극적으로 경험하였는가? 학생들 각자는 자

신의 부족한 점과 장점들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향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였으며， 그 선

택과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문제

의 제안자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문제의 새로운 측면도 발굴하였는가?

@ 과제해결을 위한 탐구과정을 어떻게 계획하였는가? 실험， 현장답사， 관계

기관이나 도서관의 방문 등에서 얻어진 경험은 무엇인가? 그들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는가? 또한 얻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검

토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 그들이 얻은 해는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혹시 그

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슴기지 않았는가?

@ 그들은 자신이 얻은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증해 보이는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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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는가?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각종 기자재(도구제작， 그렴， 사진， 컴퓨터， ORP， 비디오)

와 실험， 그리고 근거있는 문헌과 자료들을 제시하였는가? 여기서 자신

들이 직접 얻은 데이터와 외부에서 인용한 자료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

는가? 또 그들이 보인 증거와 도구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데 적절

하였는가?

@ 그들은 자신의 탐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작

성된 보고서는 학술적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과 과정을 갖추었는가?

@ 그들은 토론과정에서 비방이나 억지를 쓰지 않고 타인의 주장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는가?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어떻게 비교하여 받아들

이는가?

@ 그들이 과제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참신했던 점은 무엇

인가?

나. 예선과 결승전에서 사용된 평가틀과 평가지

예선전과 결승전에서 사용된 심사위원용 평가지는 부록 2에 수록되었다.

N. 결론 및 제언

1. 결 론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

탐구토론대회를 대학생의 물리교육에 적용하였다. 과학탐구토론대회는 학생뜰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탐구과제에 대해 참가학생들의 공동탐구와 토론을 통해

경기 방식으로 치루어지는 일종의 경연이다. 이 과학탐구토론대회는 1993년 [한국

물리교육연구센타]에서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의 한 종목으로서 중학생들을 대

상으로 개발한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이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시

행된 과학탐구토론대회는 물리교육과 소속 교수 전원과 학부생 전원이 참여하여

과 행사 차원에서 치루어졌다. 이 때 학생들은 10여 명을 한팀으로 각 팀별로 과제

를 선정하여 공동탐구에 들어가고 이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경기 당일에는 발표와

반론， 평가 등을 통한 토론 형식으로 각 팀별로 경연하여 심사위원들은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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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친 과학탐구토론대회를 대학 물리교육에 적용한 결과로 얻어진 효

과는 우선 이 대회를 통해서 학부생들의 학년간 공통탐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동급생끼리는 실험이나 기타 교과목 별로 함께 하는 공동연구가 간혹 있었지만 1

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한 팀을 이루어 역할을 각각 나누어 공동탐구를 하는 경

우는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붙었다. 과학적 연구 활동에서 공동탐구의 중

요성을 고려해볼 때 대학에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공동탐구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바이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한 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주로 단기간의 연구과제만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연구활동이었고， 학생들이 실제로 과학연구분야에서 하는 활동을 학부 과정에서 경

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연을 제외하고는 드물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

학에서 실제로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적

인 과학적 활동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 중 일부는

연구문헌들을 고찰해야하고， 일부는 실험설계， 도구제작， 실험활동 등을 담당하고，

일부는 그 결과를 말이나 글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비평하는 등 서로가 자기가

가장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과학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활동은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정신을 기르고 실제

적인 탐구능력까지도 배양할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물리교육과정의 또다른 형태의 효과적인 평가방법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주로 문제풀이와 논술식의 지필고사와 실험보고서나 실험활동 평가

등의 방법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을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과학적 태도， 과학에 대한 태도， 흥미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라든가， 실험수행능력과 기기 작동법이나 계측방법， 도구제작능력 등과 같은

심체적 특성을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다.

물론 인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토론과정을 통하여 종합， 평가와 같은 고등

언지능력까지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와같은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방법으로서도 이 대회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회를 2년 동안 치루며 대학 물리교육에 적용하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도 있다. 첫째 대회를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번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996년 대회인 경우에는 공식

적으로도 45여 일 정도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학부생들의 중간고사라든가 4학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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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생실습 준비 등으로 인해 팀이 함께 모여 준비하는 시간은 더욱 적었다는 것

이 참가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다.

둘째로는 1학년생부터 4학년생까지 고르게 구성된 한팀이 한자리에 모여서 탐구

를 수행할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대회는 앞

서 지적한 대로 그나마 학부생들이 골고루 어울려 공동탐구를 할 수 있눈 계기를

준다는 면에서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

도적으로 서로 다른 학년의 학부생들이 공동탐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마련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번째로 지적된 문제점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탐구내용이 교수들의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의한

것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정도에 비한 보상 정도나 강제력이 없

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네번째로는， 앞으로 이 대회가 물리교육과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려해볼 만한 것

은 학생들의 탐구활동 과정 중 교수의 탐구활동 지도라든가， 학생들이 탐구하는 과

정을 평가하는 방법， 대회에 대한 평가 연구 등으로 이 대회를 실제 교육과정으로

의미있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2. 제 언

이상의 논의에서 이 대회의 긍정적인 결과와 더불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으

나 그럼에도 이번 대회는 의미깊고 중요한 행사였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대회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이다. 앞 장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에서 공동탐구와 토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심지어는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서조차 그러한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번 대회는 비록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

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를 다음부터 물리

교육과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공적인 대회 수행은 앞으로

다른 학교， 다른 대상을 상대로 이러한 공동탐구와 토론 등의 활동이 학교 제도권

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물리교육과 과학탐구토론대회는 이러한 일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과학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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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편으로 훌륭한 연구사례로 가치가 있다. 한편 앞서 지적한 여러 논의들은 보 j

다 바람직한 과학탐구토론대회 나아가 과학교육을 위하여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3. 김사의 글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까지는 물리교육과 학부 학생들의 노고

가 많았으며 지도를 맡은 정현민， 박정보 조교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전체 진행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에는 임성민 군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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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예선전 및 결승전의 진행 내용

2:30-3:00 무대정리 빚 비디오 상영

3:00-3:30 개회선언， 심사위원 소개， 심사기준 안내， 경기규칙 안내

3 : 30 - 4 : 15 예선 1회 전

4 : 15 - 5 : 00 예선 2회 전

5:00-5:45 예선 3회전

5:45-5:50 예선전 마무리

5:50-6:30 저녁식사(도시락) 및 휴식

6:30-6:50 예선심사결과 발표 및 본선안내

6:50-7:25 본선 1회 전

발표 :

반론 :

평론:

7:25-7:55 본선 2회 전

발표:

반론 :

평론:

7:55-8:25 본선 3회 전

발표:

반론 :

펴로
n '-

8:30-8:55 심사평 및 심사결과 발표， 시상식，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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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선전 및 결승전 평가지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 예선평가표

/값f윈3월

1996. 5. 17
교순」선몇j

評
價

範
購

팀별 점수(각 소항목당 10점 만점)

評 價 事 項

발 發表力 : 표현/태도/논리 外

표 II 解決方法 : 이론적 모형， 가설， 논리적 일관성 外

및 II.傑'ZiP !꿈휩1의 結果 : 해결의 과학적 타당성 外

발 II創意力 : 탐구능력， 상상력， 독창성 外

풍 Ir~i: 차료/청보수집， 역할 분담과 천력
용 I I 적극성/태도 外

실 1/設計 : 실험/도구의 고안과 설계
험

過程 : 실험과정/기구제작

동작합
기구카

시센셰애
미
T〈햄랩果結

미
-
옹

시 ”

청

각

자

료

視聽覺 資料 : VTR!OHP!사젠슬라이되포스터 外

效果 :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보조자료의 타당성

內容 : 형식/구성/서술/표현 外

보 II 課題解決 : 방법론 外
고 I I

서 II 活動 : 공동탐구， 협동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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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참가팀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적 소견

팀명 종합적 소견과 특기사항 효<=>를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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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 결승평가표( 1 회전 )

탐구활동 1 : 문제의 이해와 해결방향의 선택

탐구힐동 2 : 관련분야 연구조사

탐구활동 3 : 이론적 모형/가설설정/검증방법제시

발표 l탐구활동 4 : 실험설계/고안 및 도구제젠기능

(띔) 1 탐구활동 5: 결과처리때석 및 결론도출

결과 · 해결앙법과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ρ}치

빼경능력 · 창의력/독창성/참신한 아이디어

발표 : 셜득력/논리성/근거자료제시/시청각자료활용

반대 l 반때질문 1 : 저 시된 해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질문 |반매질문 2: 해결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잘 노출시컸는가
(2분 ) [-

과 |반흩 1 : 반론의 방향은 옳계 설징되었는가

반론 |반혼 2 : 반론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3분) 仁;τ •

| 반롤 3: 반론은 과학적근거/타당성을 바탕으로 하였는가

반박과 옹호 1 : 반박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일치하는가

반박과 용효 2 : 과학적 타당성/근거를 갖는 방어/반박인가

묵론 l ……_.
l 반박과 용효 3 : 상대방의 운제점/모순을 잘 지적하였는가

(4분 ) I-=-二-
-판단 : 장단접 파악， 비판력， 난접 돌파럭 등은 우수한가

태도 : 타당한 상대방 견해의 수용과 발표태도는 성실한가

10\해 · 반박/옹호의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평로 t:;;…
'":J 판단 : 앙측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는가

(4부)1-- . ~--- - .
-핑가 : 평가에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였는가

변호 ; 자기주장의 문제접틀을 정확히 변호하였는가

정리 i •l태도 : 자기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점/배울점을 수용하는가
(4분 )1.-二二--

-논의 : 수준에 맞는 최선 해결책의 합의를 도출하였는가

팅의 조직 , 협동성， 조직력， 역할분담， 보조선수와의 협조

지적태도 , 장 모르는 무현적 지식의 너무 의존하면 감점
기타←一

토론규칙 . 토돈큐직 위반시마다 10접무터 심접

시간: 매 ±15초 시간초과마다 10점 부터 감점

각 팅에 대한 종합적 소견은 ‘우수’， ‘보통’， ‘부족’으로

소견 l 기재하시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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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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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ucational Meaning of Scientific Discussion

and Cooperative Inquiry Method

in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Park, Sung-lae' Soh, Kwang-sup'

Hong , long-bae . Lee, Sung-muk' Park, Gun-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T he Science Inquiry & Discussion Contest" was held in 1993 as a part of

“T he 1st Students' Scientific Inquiry Olympic". This contest was consisted of

students' cooperative inquiry and discussion in the form of ‘game’. The contest

was successful and positively evaluated in science education, but it was

originally designed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 we tried to apply the

method of this event program(scientific discussion and cooperative inquiry) into

curriculum of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T he Science InLluiry & Discussion Contest" was reorganiz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has been held since 1995 in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on

SND. All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staffs in Physics Education Depart

ment participated in this progr없n. In this report the results of “’ 96 the Science

Inquiry & Discussion Contest" were introduced in detail with the evaluation and

discussion.

Through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is program we came to get many

positive implications. The first implication is that the cooperative inquiry with

inter-grades students was possible. Second, the opportunity of long-term study

was given to the students by this program. Third, Students could have chance

to study in the different manner rather than those of classroom lecture style.

And the last implication is that this program can be developed into a new style

assessment of undergraduate physics education courses.

In conclusion, the scientific discussion and cooperative inquiry method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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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Inquiry & Discussion Contest" had many positive results in

undergraduate physics education curriculum, and such activities will be a kind

of new style curriculum of undergraduate physics education co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