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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범주 : 자연과학 분야뜰 중심으로 

흥 -강 바l 

1. 머리말 

우리 나라 꼬육， 특히 초 · 승등 Jll 육에서 꽉서 7.11 게이| 분-제가 있-알 수 

였다깐 것은 핵-부모의 입장판 경험한 의식였는 시싼-.-，간 11- ←r'-나가 이펴 

풋이 느씬 수 있는 문저]i，'서 1I난간가까 이 문셰에 tll 해 완 ll}잔 빙-행븐 ,11 

시해 주 71 칠 바랴고 있던 테였다. 이번에 뇌어 ill육띤 rl.'i: 사 이이한 냥장 

븐 성확히 파악하고 초 • 증등 핵 Jl~에서의 옥서 지1 서1 어} 내한 얀 1 I 단 ↑-:.è갱 

하게 펀 것이l 축하와 성윈윤 보내며‘ 짧은 지식으_liL나마 이 연 r'-어l 침 r냐 

하게 된 것걷- 기쁘개 생각 한다. 

이 띤구의 처1 계쓴 꽉서의 꽉표， 꼭서의 밖주， 꼭서 빙 t섭으~i1_ 되어 았다. 

뜩서의 목표， 즉 왜 꽉서꽉 해야 하는가? 에 대힌 납은 사린이다 또 →녁서 

의 영역마다 다플 수 였다. 본인이 깐븐 사연、아학 분야에 대판 도 191 객 

표가 IF 엿이어야 할 섯언가룹 번사 간단히 짚어 51,:17, 이 분야의 녁시 맨 

주탈 생각해 11[ 는 것이 순서연 깃으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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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 똑서의 꼭표 

이 연구에서는 꽉서의 꼭표쉰 날의 뜻윤 611아리는 기숲9~ -8~퓨파 간이 

똥성→사 01긴- 핵 JJl _11'-육에서 주 ， L 까고 있는 구세서인 ]1} 싶에 J!드는 것이 이 

니라， 연구의 대상은 u] 꽉 초 · 숭 · 고등학생이지만 목표는 옥서의 인반석 

인 꼭표로 완 수 있는 ‘인간의 까지 추구’나 ‘성숙된 시민이 되기 위한’ 

이 êl~ .~ 맹향으보 섣성하고자 하간 섯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였다. 이 21 한 

빙향으보 꽉서 2] 복표름 ]IL 긴 지연파학 관떤 분야에 대한 독서륜 생각해 

보자. 

인간의 가치 추-f란 관점에서 자연파학 분야의 뜩서 또는 자연파학 二l

자처l 가 어떤 의미룹 갖는가플 생각해 꾀려면 벤자 인간에가l 있어서 자연 

과학 」 샤처l 의 가지꽉 생가해 보단 것이 순서이다. 여기서는 가능힌 한 

짧F 얀!~- 자연 J’}핵의 가치참 규정지어 )낀 '1 it~ 한다. 

시얀을 티꾀 하여 삼아가는 연간은 쉽게 교김(과학작 용어보는 상호 

작용이바 함)을二낀 수 있단 얀간끼리만 교김혀 I껴 삼아가단 갓으펴 보 

이시민| 어씨 자연과의 교감이 없플 수 있썼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 

의 --{ 죠나 뜩성윤 더 많이 안고사 하며， 그던수룩 우리는 더 편안함플 느 

끼강이， 인간이 자연잘 안jLA} 81 는 갓븐 인간의 고자윈석 7] 부 욕 ,L _-;'0 

의 하나로 분류멸 수 였올 것이니 

쉰게 iiL감이 가능한 인낀끼리익 상호 작용에서 좀더 감성석인 성향건

띤 매제보 작용하는 것이 분학인 젓이며， 판더 이상석인 성향윤 띤 nll 셔l 

~~ 삭용하-간 것이 여타의 인문 사회파학언 갓이다. 감성윤 보편적인 연간 

약 7] 낭 o i감， 이성윤 삼고 낚아'-]는 인간의 가능으료 이해한 ul], 김성까 

성향9] 매저1 인 분학은 보다 내응적이나 이생식 성향의 nll 처l 인 여다 9] \'1 
f{- 사회고1 따븐 아l1L래도 그 대상이 저l 한석일 수ll}에 없다. 한편 우주익 

1'-조나 자연의 법 착윤 이해하 다사 하는 인간의 사연과의 _llL감은 지극히 

이싱 ι! 인 매처] \' I 자연 l'}학 611 의해 이부어지브i} 문핵이나 여타 언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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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에 111 해 그 대상이 휠씬 더 제한적인 수밖(>1] 넋다 또， 사용과간 

언어익 측띤에서 꾀-아도 사연파텍-의 언어보 쓰이; ;:핵 9] ';]호;]- 더」와 

때중성플 상살승].세 하단 요소5ii. ，(r 용하고 았 1] 

二L랴나 인간이 형평석으fL 까지쉰 추 rL 해야 힌나-:r 념우l 생 9] 띤이l 서 

판 때도 자연 i1} 학-9，' .b-l.다 많은 사렌판이1 시] .b~나 많은 31석，F이 인이 셔야 

하겠지만， 현재 우려샤 샅고 있\.- 사회사 깨우 만시 1녀 산엮 사회이 11 1. 산 

엽의 반단에 띠'1.:]. 생겨난 어려운 분제단， olh 간멘 한상 {，F 저]， 011 너 시 

문세 등윤 해겸하기 위해서는 임반 대중단의 고}꽉어1 대한 이해가 빈수사 

으보 요구넨다 

현재의 파학;.(1.탑이 이라한 문세갚블 때석하고사 하는 데 있어 간 판란 

윤 겪 .11. 있는 섯 증악 하나는 ]'] 핵 자의 입 상(>1] 서 간 ‘;,J 1간 대줍 9] <;1 부jl~ 

분듀될 수 였단 정지인 빛 행정까늪으l 과학에 rH 판 이해까 너무나 부족 

하기 때문에 위에서 예탄 f 산엽 사회의 문재 산뉴잊 δ11 견해 니까간 데 

때우 줍요한 역할윤 해야 한 이꽉완 션 1 __ j-(~}는 더1 매우 끈 애꼬룹 1 _끼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단 얀으로 디→가판 성꾀회 사대쉰- 션이-가지 위 

해서 컴퓨터와 갇은 파학적 도 :1'←에 매우 익숙해서야 센 서시 011 있간 자 

서l 대 사람단에 서l 는 자연과학이 문학만납이나 인반화웬시도 R니? ?}이다. 

이라한 여l' l ;.<] 석둡은 왜 자연」’}학 분야의 독 X‘1 꽉 해야 하는가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윤 저l 시하고 있다-ι 생각펜다 ::1이나 인윤 만한 사연과학 

도서가 엘마나 서술되어 있고 또 소새 또는 번역되어 었는가 히-낀 석-째 

는 얀으로 해겸해 나아가야 혈 문세이나. 따라서 이제 대숭유 위한 자연 

과학의 소새는 연부익 과학자단 0] 담당해야 할 i'] 저l 증악 하나인 것이나. 

3. 자연과학 독서의 범주를 위한 전제 

이세 자연과학에 판한 독서릎 히는 네 있어서 어느 시기에 무엣윤 읽 

어야 할 것인가플 생각해 l~_ 자. 자연과학에 수꽉파 7]숲(tcchnology)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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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사컨다1사， 사띤 J'}학이 다J듀간 분야간 흔히 ll~ 마과성에도 니‘타나ι 있강 

이 71 술， 생쉰 학. /,1 ，1. 파힌}， 화꽉， 윌 리텍. 수학으s_ 분듀싼 수 있다. 얀 

무→분 91 .~r~-야익 성식은 학 tC 이 ι1 향하는 영역이 보다 놔소식 (]ocaJ)이고 」

니}상카 산생활에서 Iι니- 쉬지l 삽한 수 있단 분야이띠， 뒤쪽으T~_ 칠수꽉 

시향사'- 영역이 굉익석 (glohal)이기 때문애 학문의 깐리성이 안 부분 ] ll

나 싱 .1-:s:1 T 박 추상삭 91 새 lilff 낸이 포띤하고 있이 션생활파는 줍 1설어서 

1 ， 1 이간 분야이나 여시서 굉역직이닌l 함김 예쉰 Lr어 션냉하면， 뀔→나l 이에 

서 ?!낀헨 사 <:;1 의 법 사은 쉰 21 하!뿐만 아니라 자연 떤상씌 어디에도 석용 

뇨l 는 법끽인←얀 뜻o-]-ul ， ←if소삭이라 한븐 생윤희이띤 생윌-학 :l 부분에만 

λ} § 만t:]-간 뜻이디 자연과학의 지1 분야℃ 이라힌 뷰성이 있으브로， 이，

사 "1 에 어" 분야감 딱생판에 서! 주 iIE 섭하게 힘 것인샤의 문 제는 61-부래 

도 얀 시반난 파성고1 연판7.1 이 샌각해야 한 섯이다 인지판단에 대해 동상 

삭으j[:- 인용되는 이펀은 피아세의 이턴이 11 띄 여/]서도 파아세의 0] 판펀→ 

낀- :L'，히 。’?악 해 li~{~ 마. 

파아서l 의 7.]능빈년 만겨]9] 이판에 I다간띤， 우리까 놔민학생에 해낭하간 

사 시 (711 세)는 ,L ~n 석 조자 (t‘oncl앉e oper따iona]) 민계보서 이 사가의 

이슴쉰의 ~1~_ èl 식 사-고는 작집 성힘할 수 있는 :1 1. 처l 석 디}상에 한정펜다. 

이 단-은 쉰 거l 눈으쿄 판 수 있는 사불에 관해서 만 사고한다. 따바서 이 시 

가의 아농둡에게는 __ jL 처l 식으로 tfF 수 있단 시인파화 감 생윌학이나 지 JI 

-4핵 분야단 접하게 하는 것이 바낭할 섯이다}‘ 딘: 이 시끼에는 눈으보 본 

수 있는 선기한 반벙판에 {낳유- 판선윤 깃게 도] ~J 로 7] 술 분야의 꽉사거 

리도 이 때 제 공됩 수 있응 것 이 다. 

인지받딛 만제에서 규제적 조샤기의 냐응- 단겨Hε 형식적 조작기 (fonna1 

operational stage)라 볼리는 단 이l 보 대략 12-15 세의 중학 생에 해냥하는 

사가이다. 이 사끼의 아동탑은 주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논리석 추리 능 

랜도 갖는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뜰은 “만일 달에서 산다면”과 같은 가 

정을 쉽게 인정하려 늪지 않지만， 다음 단계인 형식적 조작가의 아동듭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이나 가정윤 쉽게 받아륜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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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피아제 이콘에 끈거한 인서만달 단거l 는 여가서 관나지만 jL갚학생 이 

상의 나이에서는 당연히 추상적이고 논바석인 사고의 능약이 더욱 만단 

해 가는 단겨l 인 젓이다. 이라한 인지만단 단계 이콘윤 독시 제계에 100끼) 

작용한 생각븐 없으니 이 이관이 하나의 지준판 세←상해 랄 수는 있올 것 

으보 생각펀다. 

우리가 연구하는 꽉서 저1 셔l 가 얀반 퍼[영으로서의 Ji- 서 q 간 점윈- 엠두 

에 두고 판 때， JI[영:으쿄-서의 자연과학 91 역사-간 nB-9 짧아 분학이니 사 
회파학에서 거콘펜 수 있는 대←숭성(누구나 쉰거l 읽옥 수 있다는 의 n])윤 

지년 교양 수준의 고전은- 칫기 어힘다 그 이유간 Al-~:-f까지 일반 대 승애 

거1 자연의 볍직이나 윈리룹 이해시킬 F 있는 빙법블 찾지도 못했거니와 
그럴만한 이유도 잦지 못했시 때문연 삿이다 _1 닌 l 나 계급 사회에서 평등

한 사맨 사회로의 전환은 누구나 자선의 가지 추-구쉰- 위해 또 교양 았는 

시띤이 되기 위해 윈하는 띤픔의 지식음 CT듀헬 수 있는 환경윤 제 상하 

였으며， 한편으로는 가속되간 j'~학 기갚으l 만선으띄 인해 산업화， 쇼 11]화， 

정 l，i.화되어 가는 새 i~운 문화에 삭응하기 위해 시 성이나 학:n' 그라고 사 

회에서 ':;，L양으로서의 파학 1짖 /1 숲에 대한 지삭의 습듀이 션선하게 도l 었 

다. 이라한 추세는 안으또 더욱 힐반회되며 심회델 삿이 쉽세 예측 가강 

하다. 이라한 상황의 젤섣함에 H1 해 고}학- 분야의 녁서에 대한 연-{니 소 

개는 매우 부섣한 설성이다 

이라한 상황의 인식과 앗서 서판한 인7:1 딴단 단거| 이본플 근거꾀 하여 

자연과학 독서의 뱀주룹 생각히l 보자 

4. 자연과학 독서의 범주 

아이와 어은윤 구별하는 방법 땅 하나가 복잡한 공룡의 이뜸을 일마나 

잘 외우는가꽉 보띤 안 수 있다}? 발이 있듯이 아이탑의 관심 영역븐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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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우 좀 /1 때 {!~oll 자선알이 4’l 선이 있는 부분븐 어한닫 1;].다 더 잔 집풍한 

수 였-Rr 삿이다， 공굉 P→ :;;1 ~17_ 역사의 인 J!i-분으띄 ~1~민학생 성도의 아콩갇 

에 가1 -:강서양판 막판하~l'_ 인반작 ~Ò_jl~ 매우- 판?!이 까 주세이다 :;;17- 9 ) 역 

사간 현내·냐 사늑 인간에 세 자선냥의 배 경 음 안거l 함 o 보써 펀·바픈 지-연 

판과 인간의 가치꽉 인깨우1 줍 수 있간 소증한 .z) 식이브포， ~-II.체적 조삭 

!)9) "1 능간어1 J'iI단 심 이l 강상-의 뼈 사선과 함께 이꽉 tlt탕으-딘 그려년} 

여녀 가시 공녕L핀 91 꽉정파 함께 :'L 사가 9) + l
l 91 상황윤 그려낸 잭갚 

이 씀은 꼭서거리가 톤! 것이다 1f1r! 학생 R- 위한 꽉서거랴간 이와 갇븐 

l상사으꾀 잣아주! 수- 있은 것이다 즉 생불꽉 쪽애서는 파학 jl 잔으끄’- ?} 

j혀껴 은 파tJ l! 으l 판증시와 낌이 주변에서 쉽깨 판 수 있는 생판-윤에 대 

한 흥)1)삼 지아니}게 하는 팩쉰이 lIF 읽혀-<)야 후)- 꾀듭이며， 만명 쪽에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과는 덴 1성품 4 판권딘 얘기나 밴맹까의 때도 

와 집년유 부각사킨 선가탑이 좋-건- 것이다 이 정도의 범주가 1L체적 조 

삭기이l 해딩-하는 콰민학생판 위힌 자연과학 객-서띄- 직당한 것으보 본다. 

형식작 조삭기에 해당하는 승희생 시기단 식집 눈으iJ~_ 딘 수 없는 상 

황에 대한 가성유 받아듭언 수 였으며 추상적 사 J~와 논마적인 추라팍 

딴 수 있는 사가이므보 」’}학작 llj-당블 가진 상상의 세서1 갈 다푸는 씌판 

재 111 있거l 염플 수- 였판 것이다 이}쿄단 이 분야의 고선에 해당하는 조 "1 

오월의 해서 2만라， 죠서 가ElF씌 배양이리는 이감의 벨‘ 지구의 자화상， 

SFX인 아이작 아시오프의 븐-하 셔l 국， j-l~붓 사티 등윤 세시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학교 과학 교파파정븐 섣전식으i~ 뀔-리학， 화학， 생판학， 

지구과학으로 분리되어 각 분야의 기초휠- 애우-늑 시기이브호 각 분야의 

흥미칠 유밴할 수 있는 내용， 예단 블면， 별에 대한 이야기， 진화판의 이 

야기 등 파학과 친근해칠 수 있깐 데 도움이 되는 도서룹 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녀.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점 은 과혁이 어렵고 복잡하다깐 

인상을 줍 수 있는 도서는 피해야 한다단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단

리적 사고와 추리가 요구될 수도 있는 수학이나 필리학 계통의 도서단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 하더라도 이 시가익 일반 학생플에게는 과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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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하게 하는 효과룹 낳을 수 았기 때문에 가급석 펴하는 것이 좋플 것 

이나. 그라나 이 분야의 과학자에 대해 쉽게 쓰여선 자서까븐 좋븐 적서 

거리가 띈 수 있윤 젓이다. 또 이 사기간 초봐작인 는1.']삭 싸고가 샤감하 

므로 이 사 71 의 야생닫이 띤반직으로 많은 관샘-완 보 이는 점퓨터에 대힌 

입문 도서는 세사델 수 있윌 것이다 

고등학생 사끼는 보다 발전된 논리적 추리와 츄녕석 사고쉴 현 수 있 

는 사기이지만 우리의 교육 여낀상 많은 양의 독서관 요구하기는 어펴운 

상황이다. 이 사기의 학생뜰은 대부분 자선의 취향이나 적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 스스보가 꽉서의 방향윤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문 사회 계통의 학생뜰은 과학익 존재에 대한 의 

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될 위해 적어도 과학의 사회적 띄항파 책임， 파 

학의 영향，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뜬 변화된 미래 사회 등플 다루는 판서 

찰 권장하며， 과학 분야의 독서로는 요즘 새로운 학문이변서도 매우 대중 

성을 띤 혼돈(Chaos) 이론， 인공 지능， 쪽거리 (fractaJ) 현상 등에 관한 도 

서는 인문셰 고등학생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었는 책뜰이다. 한편 자연 

계열의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하여 학문을 전처l 석으로 조감할 수 있 

는· 책， 예를 뜰변 조지 가모브의 붉리학플 뒤흔든 30 년， 포이드 모츠와 

제퍼슨 위버가 쓴 물리 이야기 로이드 모츠의 이것이 천문학이다 등 올 

권하며， 또한 과학자의 생애를 소개한 자서전류는 과학을 해나가는 태도 

플 정립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5. 맺는말 

자연과학 분야의 독서의 범주를 초 · 중 · 고 별로 구분하여 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관점에 불파하며 사람마다 다찬 관점을 지널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인의 구분 역시 그 경계션이 분명할 수 없으며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는 얼마뜬지 구분펀 영역을 념나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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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의 지능 만달은 대학생과 사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교양 독서의 볍수는 대학생에게도 그대료 적용될 수 였 

다고 본다. 본인의 생각으포는 자연파학 분야의 교양 판서에 대해서는 지 

급까지 별 관섬을 기울인 바 없으므쿄， 이 분야에서는 독서의 범주에 대 

한 연구도 종요하지만 다음 단계얀 좋은 교양 도서첼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