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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blocks have been noted as a teaching tool for effective teaching, primarily, in the context
of engineering education.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Lego blocks in
the context of physics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proposed a method to change the center of
mass or moment of inertia in a controlled manner by using Lego blocks. We also discuss combining
Giere’s model-based inquiry model with LEGO blocks. Based on this, b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fidget spinner, we illustrate that implementing a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that deeply
explores the physics principles hidden in mechanics phenomena is easy. Finally, we discuss some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Lego blocks in the context of phys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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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는 주로 공학교육의 맥락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구로서 주목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교육의 맥락에서 레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레고를 활용하여 질량중심, 관성
모멘트를 변인통제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Giere의 모형기반 탐구모형과 레고
블록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학 현상에 숨은 물리적 원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구현이 용이하다는 것을 피젯스피너를 사례로 하여 예시하였다. 끝으로 물리 교육의
맥락에서 레고블록의 활용과 관련한 몇몇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PACS numbers: 01.40.Fk, 01.50.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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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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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표방되는 사회의 급변은 지식과 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흔들고 있다 [1]. 이제 학교는 지식의 유
일한 원천이 아니며, 개인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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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배움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PISA 등의 국제성취도 평가에서 드러나
듯이 우리나라 중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2].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 중에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놀이를 통한 과학
학습이다 [3,4]. 놀이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촉진
하고, 학습주제에 대한 내적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와 학습의 적절한 결합은 학습 동기 측면에서 매우 강
한 잠재력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놀잇감인 레고
블록을 통한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교육적 시도일 것이다.
레고는 이미 단순한 완구를 넘어서는 교수학습 도구로서
주목받아왔다. 레고 본사 및 연관 회사들은 레고 테크닉
블록들에 기반하여 고유한 교육 체험을 제공하는 상업용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이중 수동
전동기계 과학기술세트 (simple and powered machine &
mechanisms)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고, 위두 (WeDo) 계열과 마인드스톰 (Mindstorm)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품 및 교수학습 자료들은
STEM 교육 [5], 미국의 NGSS [6]등의 최근 과학교육 담론
들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레고라는 교구의 학교현장에서의 활용 가능
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마인드스톰은 국내외의 여러
대학에서 기초공학설계 과목을 위한 교구로 사용되고 있으
며, 융합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도 인정받고 있다
[7–10]. 초, 중등교육에 적용되는 레고 관련 교육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를테면 임해미 등은 수학교육에 마인드
스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하여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1]. 기술교육에
서 레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보고되었다 [12].
학교 과학교육 현장에서 레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도 드물지만 시도되고 있다. 이를테면 마인드스톰을 활용한
고등학교 수준의 역학 실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13,14].
초등에서 운동과 에너지 영역을 레고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었고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15].
이와 같이 기존의 레고 기반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들은
레고라는 교수학습 도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리교육의 맥락에서 교수학습의 도구로서
레고라는 놀잇감이 갖는 잠재성에 대한 탐색은 아직 충분
하지 않아 보인다. 레고에 기반을 둔 기존의 교육 접근들이
대부분 과학보다는 기술, 공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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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Basic elements of lego technic: (a)
technic brick, (b) beam, (c) bush, (d) pin-axle, (e) pin,
(f) axle.
이를테면 레고 에듀케이션에서 개발된 MAker(디자인) 과
정의 경우 토대가 되는 기본 교수학습모형이 ‘문제의 정의/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기준 정의/만들기/ 검토 및 해법의
수정’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단계 명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 교수학습 모형이 공학적 문제해결이라는
기술, 공학에 적합한 프레임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술공학
중심성은 레고가 블록의 조립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
어내는 교구라는 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물
리교육의 맥락에서 레고를 활용하려면, 물리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물리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면 공학적 설계 모형보다는
과학 탐구 모형에 기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 교육보다 물리
교육에 중심을 두는 레고 블록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탐색하
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레고를 활용하여 질량중
심과 관성모멘트와 관련된 변인통제를 보다 쉽고 엄밀하게
구현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교육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Giere의 모형기반 탐구모형을 레고 블
록을 활용한 활동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변인통제 방안과 모형기반 탐구모형을 토대로 역학 현상에
숨은 물리적 원리 탐색을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함을 피젯스피너를 사례로 예시하
였다. 끝으로 물리 교육의 맥락에서 레고블록의 활용방안과
가능한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레고 테크닉 블록의 교구로서의 장점 :
변인통제의 용이함
레고 테크닉 블록은 복합적인 기계구조의 구현을 가능
하게 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형태의 블록들로 이루어진 체
계이다 [16]. (Fig. 1 참고) 테크닉 블록은 통상적인 레고
브릭에 구멍이 뚫린 형태의 테크닉 브릭 (technic brick) 과
빔(beam)이 뼈대를 이루게 된다. 이 때 핀 (pin), 축(axis),
축핀 (axis-pin), 부시 (bush) 등의 결합요소로 브릭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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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브릭을 결합할 때 이들 결합요소의 마찰을 크게 하여
고정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마찰을 줄여서 쉽게 움직이
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모터와 각종 기어, 도르레,
벨트를 통해 구동과 동력전달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테크닉 블록은 역학의 교수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레, 축바퀴, 도르레, 경사면, 쐐기, 스크루,
기어 등과 같은 기초도구 및 기계의 원리를 다루는 상용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이미 레고사에서 개발된 바 있다.
레고 테크닉 블록을 활용하는 교수학습은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레고는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구이기 때문에, 레고에 기반한 활동은 학생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 또한 레고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블록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
수학습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원리
탐색 및 적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레고와 비슷하게 기본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교구로 과
학 상자가 학교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학상자와
비교할 때 레고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거나, 구조의 일부를
변형하는 과정이 더 쉽고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테면 어떤 기구나 기계 구조의 물리적 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구현한 구조의 일부를 변형하여 변형의 효
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형을 위해 과학상자의
경우에는 나사를 풀고 조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도 제법 소모하는 과정이다. 반면 레고의 경우 블록을
뽑아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를 변형하는 과정이
더 쉽고 시간도 덜 필요하다. 그 결과로 원리 탐색을 위해
변인의 값을 바꾸어가면서 효과를 탐색해야 하는 경우에
과학상자보다 레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활동에 필요한 시
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즉 제한된 시간에 기본구조를
변형하여 원리를 탐색하는 탐구식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레고는 과학상자보다 뚜렷한 장점을 갖게 된다.
레고가 갖는 이러한 변형의 용이함은 기계나 구조에 숨
어있는 물리적 원리를 탐색할 때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
여줄 수 있다. 이를테면 팽이의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팽이를 만들고 각각의 조건에서
팽이가 잘 회전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레고를 활용하면
팽이의 중심이 되는 축을 더 밀거나 당기는 식으로 팽이의
질량중심의 높이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또한 팽이에 부착
되는 보조물의 위치를 달리하도록 블록을 부착함으로써
대칭팽이와 비대칭 팽이를 만들어서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레고를 활용하면 질량중심과 지지점의 위치관
계를 달리하여 밸런싱 토이 (balancing toy) [17]를 만들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도 쉽게 구현된다. 이
를 통해 밸런싱 토이에서 질량중심의 역할에 대한 탐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레고를 활용하면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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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가면서 현상에 숨은 물리적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한편 기본원리를 공유하는 다양한 변형구조를 갖는 기구
나 기계의 원리 탐색에도 레고가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레의 원리 혹은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저울들이 있다. 양팔 저울, 대저울, 윗접시 저울, 우편 저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저울들은 기본적으로 돌림힘의 평형
과 관련되지만, 윗접시 저울, 우편 저울 등은 물체를 놓은
위치와 상관없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겉보기
에는 지레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저울들은
일종의 로베르발 저울 (Roberval balance) 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지레의 원리를 넘어서는 보다 고차적인 원리에 기반
하여 저울이 작동된다 [18].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저울들의
원리를 탐색하는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에도 레고 블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변형의 용이함이라는 레고의
특성 자체는 잘 알려진 것이다. 앞의 논의는 이러한 특성이
과학 교수학습에서 어떤 장점이 될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예시한 것이다. 그런데 변형의 용이함이라는 레고의 장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그렇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또 다른 장점과 연관된다. 바로 레고를 활용하면 역학의
원리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들인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에
대한 엄밀한 변인통제가 매우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질량
중심과 관성모멘트는 팽이, 밸런싱 토이, 물리진자, 경사면
을 구르는 바퀴 등 많은 역학 현상과 교구, 완구와 관련된
중요개념이다. 이를테면 물리진자의 주기 는 다음과 같이
진자의 질량중심과 고정축사이의 거리 , 관성모멘트에 모두
관련된다.
√
T = 2π

I
.
mgh

이와 같이 질량중심, 관성모멘트가 관련되는 현상이나 교
구, 완구에 숨은 원리를 교수학습에서 깊이있게 탐색하고자
할 때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를 바꾸어가며 그 효과를 살
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변인통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질량중심을 바꾸어주는 과정에서 관성모멘트도 같
이 바뀌게 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한 변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다소간 엄격한 변인통제가 필요하다.
레고를 활용하면 원하는 하나의 변인의 값만을 바꾸고 다른
변인의 값은 유지하면서 변화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용
이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레고 블록을 통해 질량중심, 관성
모멘트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의 변인통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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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Change of moment of inertia without change of center of mass.
Fig. 2. (Color online) Change of center of mass without
change of moment of inertia.
방식으로 빔을 이동할 때 평행이동이 아니어도 관성모멘트
1.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변화 없이 질량중심 바
꾸기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의 변화 없이 질량중심만 바꾸
는 방법의 예시는 Fig. 2와 같다. 그림에서는 회전축 (단면
이 십자가 모양인 검은 축막대)에 대해 회전할 수 있는 회색
빔 (구멍이 뚤린 막대) 에 4개의 흰색 빔 (구멍 5개인 막대)
이 핀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때 흰색 빔의 중심이 회색빔과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4개의 흰색 빔이 회
색 빔에 결합하는 위치를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의
관성모멘트와 질량중심을 바꿀 수 있다. Fig. 2(a)에서는 회
전축에 대해 한쪽으로 흰색 빔이 치우쳐서 결합하고 있어서
전체 구조의 질량중심이 회전축과 많이 떨어져 있게 된다.
여기서 (b) 처럼 한쪽의 흰색 빔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정확
하게 ‘반대편’ 위치로 이동시키면 전체 구조의 질량중심이
바뀌지만, 이동 후에도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의 변화가
없다. 이동 과정에서 흰색 빔이 평행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빔을 결합하는 위치만 회전축의 반대편으로 바꾸어 이동하
면 된다. 관성모멘트에 대한 평행축 정리 (I = Icm + md2 ,
d 는 회전축과 질량중심 사이의 거리) 에 의해 (a) 에서 (b)
처럼 옮겨진 흰색 빔이 기여하는 관성모멘트는 이동 전후에
동일하기 때문이다. 흰색 빔을 옮길 때 평행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관성모멘트가 일정하도록 하려면, Fig. 2 처럼
흰색 빔의 중심을 회색빔에 연결해야 한다. 이같이 평행이
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고를 이용하면 관성모멘트의
변화없이 질량중심을 바꾸는 조작이 매우 쉽다. 또 이같은

가 일정하다는 것은 학생들이 평행축 정리를 배울 때 좋은
논의사례가 될 수 있다. Fig. 2처럼 4개의 흰색 빔 중을
일부를 선택적으로 이동하면 질량중심의 위치값으로 8가지
서로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흰색 빔을 사용하면
더 다양하게 질량중심의 값을 바꾸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성모멘트의 변화없이 질량중심을 쉽게 바꾸어
줄 수 있다. 예시된 방법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인
피젯스피너의 맥락에서 구현된 것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질량중심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2. 질량중심 변화 없이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바
꾸기
질량중심의 위치이동 없이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만
변화하는 방법의 예시는 Fig. 3과 같다. Fig. 3(a) 에서는
회전축에 대해 먼 쪽으로 흰색 빔들이 위치해서 관성모멘
트가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서 회전축에 대해 반대인 (대
칭일 필요는 없음) 위치에 있는 동일한 크기와 질량의 두
흰색빔을 그림 (b) 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
큼 이동시켜서 핀에 결합하면 관성모멘트가 변한다. 이 때
관성모멘트의 크기변화는 평행축 정리를 통해 계산가능하
다. 반면에 빔의 이동을 통해 질량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동일한 크기와 질량의 두 빔을 회전축에 대해 서로
반대편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흰색 빔의 중심이 회색빔에 결합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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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Change of shape without change
of center of mass and moment of inertia.
과정에서 흰색 빔을 평행이동시킬 필요는 없고, 흰색 빔을
결합하는 위치만 적절히 바꾸어 이동하면 된다. (a)에서 (b)
로의 변화에도 질량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량중심
에 대한 다음 정리에 의해 보장된다 : “크기를 갖는 물체 k
의 질량이 mk , 질량중심이 ⃗rcm,k 일 때 이 물체들로 구성된
∑
∑
전체 계의 질량중심은 k mk ⃗rcm,k / k mk 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질량중심의 변화없이 관성모멘트의 크기를
쉽게 바꾸어줄 수 있다.

3. 질량중심, 관성모멘트 변화 없이 모양 바꾸기
물리진자의 주기관계식은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와 관련
되지만, 진자의 구체적인 모양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는다.
모양이 바뀔 때 질량중심, 관성모멘트가 같이 바뀌는 방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양과 주기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인이 모양이 아니라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인
경우에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면 모양을 바꾸되 질량중
심과 관성모멘트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레고를 활용하면 이러한 조건변화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를테면 Fig. 4(a) 에서 흰색 빔 하나를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흰색 빔의 회전과 동시에
관성모멘트와 질량중심이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레고를 활용하면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와 관
련된 변인통제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면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와 관련된 다양한 역학 현
상, 교구, 완구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원리를 탐색하는 교
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의 물리진자 관련
실험은 결국 진자의 주기값을 실험으로 구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예측값과 비교하는 양상을 갖는 확인실험의 성격을
갖는다. 즉 현재의 물리진자 실험은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
교하는 단순한 형식을 갖는다. 그런데 레고블록을 활용하여
물리진자와 관련된 실험을 재구성하면 질량중심의 변화에
따른 물리진자의 주기, 혹은 관성모멘트의 변화에 따른 물
리진자의 주기를 실험으로 구하고 변인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비교할 수 있다. 즉 레고를 활용하면 값과
값을 비교하는데 머물지 않고, 관계와 관계를 비교하는 보다
풍성한 실험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널리 활용되는 역학관련 교수학습 소재인 밸런싱 토이는
물리적으로는 진자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레고 블록을
활용한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의 선택적 변화방법은 밸런
싱 토이의 물리적 원리에 대한 심화 탐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진동 로봇 [19] 혹은 낙서 로봇의 움직임은 모터
날개의 질량중심과 모터의 회전축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날개의 회전과정에서 나머지 파트가 힘을 받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원리에 대한 탐색에서도 질량
중심과 관성모멘트를 구별하는 변인통제가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를 선택적으로 바꾸는 것은
피젯스피너의 원리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교수학습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한편 질량중심, 관성모멘트, 모양에 대한 엄밀한 방식의
변인통제는 그동안 역학 교수학습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
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질량중심, 관성모멘트, 모양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변인통제 방법을 찾으려는 발상 자체가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인통제에 주목
하면 변인사이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주제에 따라 역학의
교수학습을 심화할 수 있다.

핀에 대해 회전시킨 것이 (b) 이다. 이와 같이 하면 (a) 와
(b) 의 두 경우는 모양이 다르지만 평행축정리에 의해 둘의
관성모멘트가 동일하다. (a)에서 (b)로의 변화에도 평행축

III. 피젯스피너에 대한 모형 구성 및 레고를
통한 모형의 타당성 확인

정리(I = Icm +md2 )에서 d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질량중심에 대한 앞서 논한 정리에 의해 둘의 질량중심도
동일하다. 이와같이 질량줌심, 관성모멘트의 변화없이 모
양만 바꾸려면 Fig. 4처럼 흰색 빔의 중심이 회색빔과 연결

과학의 탐구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어서 반드시 특정한
방법이나 도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탐구에 대한
도식화된 모형은 과학에서 탐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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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물리적 특징은 스피너의 회전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젯스피너의 긴 회전
지속시간에 숨은 역학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좋은
교수학습 주제가 될 수 있다. 피젯스피너의 긴 회전 지속시
간은 회전축에서 마찰로 인한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피젯스피너를 만들어야 마찰이 작을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피젯스피너의 원리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시작할 수 있다.
긴 회전 지속시간과 관계된 변인으로 회전축에서의 마찰
Fig. 5. Model based diagram of scientific inquiry [21].

계수, 회전체의 질량중심,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스피
너의 초기 각속도를 상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변

한 측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여러 모형들이
과학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 [6,20]. 이 중에 그림과 같은
Giere의 모형 기반 탐구모형은 과학에서 모형 및 모형화의
중요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과학교육 연구
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22]. 이 모형에서 과학탐구는
현상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고 기술하는 영역 (Fig. 5의 왼
편) 과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구축하는 영역 (오른편)
으로 나뉜다. 이론에서 예측된 결과와 실세계로부터 얻은
자료의 패턴 (역학의 경우 운동 패턴이나 운동과 관련된 변
인들 사이의 관계) 을 비교하여 이론 혹은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탐구모형에 의하면 과학탐구의 핵심은
실세계에 대한 모형을 고안하고 모형으로부터 현상을 예
측한 후 이를 실세계로부터 얻은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과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어리의 탐구모형은 역학과 관련된 탐구기반 교수학습
을 위한 기틀도 될 수 있다 [23]. 즉 역학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이론의 예측과 실세계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비교함으
로써 이론적 개념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학에
대한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이 방식을 피젯스피너에
적용할 때 가장 엄밀한 모형의 검증은 모형으로부터 피젯
스피너의 각속도 를 예측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량적 방식의 모형생성 및 평가는 모형의
생성 및 모형으로부터의 예측 과정도 복잡하고, 실험방법도
엄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서 모형 생성 및 예측과정이
보다 쉽고 검증도 보다 단순한 정성적 방법이 있다면 교육적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질량중심, 관성모멘트,
모양 사이의 엄밀한 변인통제에 주목하면 손으로 피젯스피
너를 돌리고, 회전지속시간을 재는 단순한 방식으로 피젯
스피너의 모형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레고 블록을
활용하면 변인통제된 방식으로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이론
과 실세계를 비교하는 과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피젯스피너는 최근에 유행하는 완구로 역학의 원리를
학습하는 좋은 교수학습 소재일 수 있다 [24]. 피젯스피

인들을 토대로 피젯스피너에 대한 간단한 모형을 구축하고
변인이 바뀔 때 회전지속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한
예측을 도출하겠다. 이러한 모형화의 목표는 피젯스피너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피젯스피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단순한 모형을
제시하여 그 모형의 예측을 간단한 실험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스피너에
대한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피너
를 회전하지 않는 축막대와 통으로 회전하는 회전체로 단순
화한 모형을 상정하겠다. 즉 스피너가 회전할 때 축막대는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회전체는 통으로
회전하는 강체로 단순화하겠다. 실제 피젯스피너는 축과
회전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볼베어링을 사용한다.
이 때 볼베어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다루는 모형은 상당
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 축막대와 하나로
움직이는 회전체의 조합으로 피젯스피너를 단순화하였다.
또한 볼베어링을 통한 스피너의 회전이라면 회전과 관련된
마찰력은 구름마찰력에 가깝다. 그렇지만 축막대와 회전체
로 이루어진 단순화된 모형에서 막대와 몸체사이의 마찰이
정지마찰력인지, 운동마찰력인지, 혹은 구름마찰력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축막대와 회전체 사이의 마찰계수를 µ 라
놓겠다. 이 마찰계수의 크기에 따라 스피너의 회전지속시
간이 달라질 것인데, 이것은 스피너에 포함되는 볼베어링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회전체의 질량중심과 회전축 사이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마찰력이 달라질 수 있다. 회전축과 회전체 사이의
유격(간격)을 무시하고, 회전체의 질량중심과 회전축 중심
사이의 거리가 회전과정에서 일정하다고 근사할 수 있으며
그 값을 r 로 놓을 수 있다. 회전체가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질량중심은 회전축에 대해 원운동을 하게 된다.
(Fig. 6 참고) 질량중심이 원운동을 유지하려면 축에서 회전
체에 그만큼의 수직항력을 가해주어야 한다. 이 수직항력이
질량중심의 구심가속도를 만들어내므로, 회전체의 질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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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Schematic model of fidget spinner.
m, 회전각속도를 ω 라 할 때 축막대가 회전체에 가하는 수
직항력은 다음과 같다.
mrω 2 .

(1)

이 때 회전중심을 기준으로 축막대가 회전체에 힘을 가하는
지점은 회전체의 질량중심과 반대방향이다. Fig. 6의 화살
표는 축막대가 회전체에 가하는 수직항력을 나타낸 것이고
이 힘이 질량중심의 구심가속도를 유발한다. 한편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므로 회전축이 회전체에 가하는 마찰력
은 다음과 같다.
µmrω 2 .

(2)

회전축이 회전체에 가하는 마찰력이 회전을 서서히 약
화시켜서 결국 스피너가 정지하게 된다. 여기서 회전체의
관성모멘트를 I, 축막대의 단면의 반지름을 d 라 하면 축이
회전체에 마찰력을 통해 가하는 돌림힘에 의한 각가속도 α
는 다음을 만족한다.
−µmrω 2 d = Iα.

Fig. 7. (Color online) Experimental resul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between rotation axis and
center of mass of rotation body and rotation time.

(3)

여기서 음의 부호는 마찰에 의해 각속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식으로부터 피젯스피너의 회전지속
시간에 대한 다음의 예측이 도출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① 회전축과 회전체의 질량중심이 일치할수록 (즉 r 이
작을수록) 마찰력이 작아서 회전지속시간이 길다.
② 회전체의 관성모멘트 I 가 클수록 각가속도가 작아서
회전이 오래 지속된다
③ 볼베어링의 마찰 (마찰계수 µ) 이 작을수록 마찰력이
작고 스피너의 회전지속시간이 길다.
예측 ②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려면 질량중심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체의 관성모멘트만
을 변화시키면서 피젯스피너의 회전지속시간을 탐색해야

한다. Fig. 3에 제시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변인통제된 비
교실험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즉 레고 피젯스피너
의 관성모멘트만 다르게 한 조건에서 회전 지속시간을 측
정하여 조건변화에 대한 모형의 예측과 실제 실험결과가
정성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 3
과 유사한 방식으로 스피너를 만들어서 간단히 실험해보면
관성모멘트에 따라 회전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전지속시간의 차이는 관성모멘트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전지속시
간을 이용하여 회전축에서 먼 거리에 물체가 배치될수록
물체의 관성모멘트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한편 모형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네 가지 예측 중에서 ②,
③의 예측은 약간의 물리적 직관이 있는 학생에게는 다소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량중심과 회
전지속시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 ①이야말로 피젯스피너에
대한 본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과 실세계에서 구현된 현상을 비교하
려면,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체의 질량중심
만을 변화시키면서 피젯스피너의 회전지속시간을 탐색해야
한다. Fig. 2에 제시된 것처럼 레고 피젯스피너의 조건을
바꾸어주면서 회전지속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
한 변인통제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Fig. 2의 방
법을 통해 피젯스피너의 질량중심의 위치를 다양하게 바꾸
어주면, 질량중심이 회전축과 일치할수록 회전지속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처럼 4개의 빔의 위
치를 옮겨가면서 질량중심을 바꾸어주면, 질량중심과 회전
축과의 거리를 바꾸어주는 8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며 이
거리를 작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0, δ, 2δ, 3δ, 4δ, 5δ, 7δ, 8δ 이
된다. 여기서 δ 는 블록의 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0이 아닌
가장 작은 거리이며, 6δ 는 블력의 이동을 통해 만들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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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값이다. 각각의 경우에 회전지속시간을 3회 반복하여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Fig. 7과 같다. Fig. 7에서 x축의
0,1,2 등은 각각 거리 0, δ, 2δ 등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하
여 식 (3)으로 대표되는 모형의 예측이 실제 현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변인사이의 관계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피젯스피너 모형이 실세계와
들어맞는다고 믿을 근거가 있으므로 모형이 실험적 근거를
통해 정당화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피젯스피너 모형은 실제 상황을 상당히
단순화한 것이다. 또 실제로 레고 블록으로 피젯스피너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앞선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여러
부차적인 효과들이 개입되어 모형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앞선 모형은 볼베어링의 존재를
단순화시켰고, 축막대와 회전체 사이의 유격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모형에서 회전축을 반지름 d 인 원기둥으로
단순화하고 원기둥 옆면에서의 마찰만 고려했다. 그런데
실제 스피너에서는 회전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
야 하므로 회전체와 축기둥의 옆면 사이의 마찰 뿐 아니라
회전체와 다른 접촉면에서의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 (Fig. 2
의 스피너를 들고 있다면 마찰은 축기둥의 옆면 뿐 아니라
위, 아래의 접촉면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마찰 뿐 아
니라 공기의 저항도 회전 지속시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 고려하는 엄밀한 모형을 구축하고 실험결과
와 비교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로 발표될 것이다. 대신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모형의 구축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수
학습에서 모형 기반 탐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준의 모형 제시에 있으므로 앞선 논의에서는 단순화된
모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피젯스피너에 대한 단순화된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효과 중 일부를 선택하여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을 심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앞선 모
형에서는 회전체의 질량중심이 회전축(축막대의 중심선)에
놓이게 되면 축과 회전체 사이의 마찰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회전체의 주축 (principal axis) 이 회
전축 (rotation axis) 과 일치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회전체
의 주축과 회전축이 틀어져 있으면, 질량중심이 회전축 위에
놓이더라도 회전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를테면 Fig. 8
처럼 회전체의 주축이 회전축과 각도 θ 만큼 틀어져있다면
⃗
ω 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동안 회전체의 각운동량 변화(dL)
와 회전각 변화 (dϕ) 사이에는 다음이 성립한다.
⃗ = L cos θdϕ.
|dL|

(4)

여기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
dL
= L cos θω.
d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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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Torque due to the difference of
direction between the rotation axis (⃗
ω ) and angular momentum of the rigid body.
방향까지 고려하면 회전체에는 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돌
림힘이 작용해야 한다 [23].
⃗τ =

⃗
dL
⃗
=ω
⃗ × L.
dt

(6)

⃗ 은 회전체의 각운동량이고 주축의 뒤틀림으로 인
여기서 L
⃗
해 L 과 각속도 ω
⃗ 의 방향도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회전을
유지하려면 축에서 회전체에 돌림힘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회전체의 주축과 회전축의 방향 불일치가
클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져서 스피너의 회전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예측이 도출된다.
회전체의 주축과 관련된 이러한 모형 수정의 타당성도
레고 블록으로 스피너를 만들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Fig. 9의 (a) 는 회전체의 주축과 회전축이 일치
하는 경우이고, (b) 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 중에
(b) 의 회전 지속시간이 짧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a) 의 피젯스피너를 레고로 직접 만들고 손으로
강하게 회전시킨후 멈출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3회 평균한
값은 10.6초 (표준편차 0.19) 이었고, (b) 의 경우에 회전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은 5.1초(표준편차 0.13)이었다.
(b) 처럼 스피너를 만들면 회전축을 잡는 손을 통해서도 회
전과정에서 회전축이 받는 힘 (회전축이 회전체에 가하는
힘의 반작용) 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b) 에서 바퀴
블록을 꽂혀있는 축에 대해 상하로 밀어 올리거나 내림으
로써 주축이 회전축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a)와 (b)의 중간정도로 축이 불일치하게 스피너를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 스피너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평균
은 7.3초(표준편차 0.19)로 (a)의 실험값과 (b)의 실험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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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들인 질량중심, 관성모멘트에
대한 변인 값 조절 및 변인통제가 매우 용이해진다. 이들
변인들은 팽이, 밸런싱 토이, 물리진자, 진동로봇 등 많은
역학 현상과 교구, 완구와 관련된 중요개념이므로, 레고블
록은 피젯스피너 이외에도 다양한 역학 현상과 관련된 교
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고와 관련된 각종 교수학습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레고 에듀케이
션에서 개발한 여러 교수학습 자료들을 공식 홈페이지에
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교수자가 도구와
기계의 원리에 대한 레고블록 기반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때
무료로 이용가능한 Lego digital designer 프로그램을 사용
하면, 설계도나 삽화 제작이 용이하다. 본 논문의 레고블록
그림들은 모두 해당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레고의 장점을 생각할 때 역학의 원리가 담긴 개
별 교구, 완구나 상용키트를 레고로 대체하는 교수학습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은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을
다소 키우겠지만, 대신에 물리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때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진동로봇,
투석기 같은 역학의 원리가 담긴 다양한 교구, 완구들과 관
련된 상용키트들이 과학실험교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용키트들은 구입과 수업준비가 용이하여 현장교육에서
Fig. 9. (Color online) Implementation of fidget spinners
to verify the effect of torque due to the difference of direction between the rotation axis and principal axis of
the rotation body.

많이 활용된다. 그런데 상용키트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은 단순 흥미 유발에 머물기 쉽고, 해당키트의 작동과
관련된 물리적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에는 소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레고로의 대체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보다

사이 값이 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축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회전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레고로 피젯스피너를 만들어서 피젯스피너에 대
해 보완, 수정된 모형의 타당성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깊이있는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역학실험을
위한 교구세트를 레고블록으로 대체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실험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사범
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에서 레고를 활용하여 피젯
스피너의 원리를 탐색하는 교수학습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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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흥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레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서 같은 효과를 확인하였다.

레고는 블록의 조립을 통해 질량중심, 회전관성에 대해
변인 통제된 방식으로 변수를 바꾸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용이하다. 그 결과로 레고 블록을 교구로 활용하면
교수학습에서 모형 기반 탐구를 깊이 있게 수행하기가 용
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레고 블록의 장점을
피젯스피너를 사례로 예시하였다.
레고를 활용하면 모형기반 탐구를 반영하는 교수학습이
용이하다는 것은, 변형의 용이함, 변인 통제의 용이함이라
는 레고의 장점에 기인한다. 즉 레고를 활용하면 역학의

본 연구에서 다룬 식 (3) 으로 대변되는 피젯스피너 모
형은 일반물리학 수준의 개념들을 요구한다. 또한 식 (6)
로 대변되는 회전축 불일치 효과도 관성텐서의 도입 없이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
서 본 연구의 피젯스피너 모형은 대학 일반물리학 이상의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지만 내용을
선별한다면 중등 수준의 영재교육 맥락에서도 피젯 스피너
모형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회전관성, 돌림
힘 등 강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을 빼고, 피젯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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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의 원운동과 마찰력만을 고려하는 방식의 내용선별도
가능하다.
한편으로 Fig. 3의 방식으로 피젯스피너의 회전관성을
키우면 회전지속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회전관성 개념을
배울 때 효과적인 시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들은 같은 질량이라도 회전축에서 멀리 배치될수록 회전
지속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회전관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레고블록을 이용한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역학 시스
템의 설계까지 직접 시도하는 매우 능동적인 참여 형태도
가능하고, 교수자가 레고블록을 조립하여 시범실험에 활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교수
학습에서 학생의 참여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교
사의 입장에서는 먼저 시범실험에서 레고블록을 활용하여
교구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편 레고라는 교구의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레
고 블록의 조립만으로는 역학 현상의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구형, 혹은 원뿔 형 물체가 필요하다면, 기
존의 레고블록의 조립을 통해 물체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경우 해당 물체만 3D 프린터 등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
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레고블록과 3D 프린터의
조합은 메이커 교육을 위한 상당한 잠재성을 가질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로 레고 블록의 교육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레고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비싼 교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된 Fig. 1 같은 레고 블록
들은 이미 특허기한이 만료되었으며 현재 특허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블록 자체라기보다 블록을 결합한 설계
디자인의 도용이다. 따라서 정품대신 호환블록들을 벌크로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교구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레고의 특성상 특정한 하나의 활
동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
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오토마타 만들기를 위해 과학
실험교구점에서 판매하는 오토마타 대신에 레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여러 종류의 오토마타 장치를 교수학습에서
다룰수록, 오토마타 키트를 레고로 대체하는 것이 더 경제
적이 될 것이다.
끝으로 레고라는 교구 자체에 대한 학생의 높은 흥미, 그
리고 조립의 용이성이라는 레고의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를 이탈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흥미를 갖는 별도의 주제에 집중하고,
블록을 조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레고라
는 교구 자체가 갖는 강력한 매력은 레고라는 교구를 교수

517

학습에 활용할 때 양날의 검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고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장단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경험연구도 후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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