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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criteria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scientific achievements throughout the history of
physics. Moreover, taking into account the beautiful aspects in science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physical concepts and ideas. Thus,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perceptions of gifted students
about the aesthetic features of physics experiments. The researchers dealt with 99 students enrolled
in a class involving physics experiments at a gifted science high school in a metropolitan area.
Th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open-ended questionnaire about their perceptions of the
aesthetics of physics experiments. The results show that most students regarded physics experiments
as beautiful and that their perceptions about the aesthetic features of the experiments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Specifically, they were aware of the beauty when the experiments
showed the theory to be consistent with the deserved phenomenon, when experiments reveal nature;
when experimental methods were creative or simple and when experiments were useful. They
thought that Millikan’s oil drop experiment, the measurement of specific charge experiment, and
the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experiment were the most beautiful experiments during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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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물리 실험의 미적 특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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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미적 관점에서 과학 및 과학교육을 고찰해 보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관점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과학 및 과학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물리 실험의 미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과학영재학교 2학년 학생들 99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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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일반물리학 실험 내용 중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실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동시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실험은 무엇인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과 비전하 측정 실험, 간섭과 회절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또한 영재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이론과 현상이 일치한다고 느낄 때, 자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실험 방법이
창의적이고 단순할 때, 유용성이 높은 실험을 할 때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과학의 미적 특성, 아름다움, 과학영재, 물리 실험

I. 서 론
물리학은 자연 현상의 탐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와
현상이나 자료 간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물리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발견과 현상의 탐구,
문제 해결과 이론의 생성 과정들이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Kepler는 음계의 조화를 통해
행성의 주기와 공전 반지름의 관계를 유추하였고, Maxwell
은 크고 작은 바퀴로 구성된 에테르 소용돌이를 시각화함으
로써 전기와 자기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1,2]. 게다가 많은
물리학자들이 보편적이고 단순한 원리와 법칙의 추구를 통
해 물리학이 가지는 미적 요소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Dirac은 실험에 맞는 공식보다 식 자체가 가지는 아름
다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Heisenberg는 수학적으로
단순성과 대칭성을 가진 결과가 정답이라고 믿었다 [3,4].
Hooke는 일상적 현상 속에 감춰진 단순성과 조화의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Poincaré는 과학자의 탐구에 대한 목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지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
였다 [5–7].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과학의 이론과 법칙이
가지는 대칭성과 간결함, 통일성 등을 아름다움으로 제시
하고 있다 [8, 9]. 이와 같은 특징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던 조화와 비례 등의 미학적 가치
(harmonia, symmetria)와도 일맥상통한다 [10,11].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물리학자와 과학사가들은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로 전환한 천문학 혁명과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 모두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미적 가치와
이론이 가지는 미적 특성으로 인해 이뤄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2–14]. 따라서 물리학에서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려
는 과학적 발견에서 안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리학의 본성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과학에서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교육적 측면에
서도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가진다. Mamchur, Thagard 등
은 과학적 탐구 맥락에서 과학적 발견에 대한 경이와 경탄
등 정서가 탐구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됨을 발견하였고,
Jacquette은 미적 가치가 개방적 탐구 상황에서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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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론이나 모형의 선택에도 결정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15–17].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의 상상이나 비유가 개념
이해와 탐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van
der Veen은 학생들의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수준의 진단과 개념 학습에도 효과적임을
관찰하였고, Elgin은 미술에서의 상상이나 비유가 과학 학
습과 유의미하게 연결됨을 주장하였다 [18,19]. Pantidos et
al.과 Watts는 시적 표현과 방법들이 과학적 창의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0,21]. 미적 특성에 대한 고려
는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의 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실제 과학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과학 학습 활동 가운데에서 미적 판단은 필
연적으로 일어난다 [22,23].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실험인 관찰 등 조작적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미적 가치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학에서의 미적 가치와 예술과의 융합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물리 학습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인식하는 물리학 및
과학에 대한 아름다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Jho는 과학교육과 과학철학 등 국제
저명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약 90건의 문헌 연구를 통해
물리학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개념이나 이론이 가지는 내적
속성과 대상자에게 환기되는 감정의 외적 속성으로 구분하
고 단순성, 대칭성, 조화, 경이, 오묘 등을 2차원으로 제시
하고 있다 [24]. 그러나 이는 과학사가 또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교사나 학생 등
학습 주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아름다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적절한 측정 도구나 방법
마련이 절실하다 [10,25].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물리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들
이 인식하는 아름다움을 조사하고, 예비 과학자로서 물리에
대한 탐구 능력과 미적 가치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과학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 실험을 통해 인식하는 아름다
움이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반물리학을 수강하는
99명의 영재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물리 실험과 그 이유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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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s Laboratory Curriculum.
Semester

Area

Mechanics
1st semester

Thermodynamics
Hydrodynamics

Electromagnetism
2nd semester
Optics
Modern physics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
학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과학 영재학생들이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물리 실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과학영재학교 2학년
학생 99명으로 1년동안 일반물리학 실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1학년 때 학생들은 기초적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을 필수로 이수하며, 2학년에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수강하기 원하는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선택한 과학 과목은 이론과
실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기초물리학을 이수하고, 2학년
과정에서 일반물리학을 이수하는 등 4학기에 걸쳐 물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참여자들이 속한 영재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일반물리학 내용을 기초
물리학 및 일반물리학 과목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2년에 걸
쳐 수강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실험과 관련하여 학생들
은 1학년 과정에서 융합탐구실험 과목을 이수하여 실험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익힌 상태였으며, R&E (Research
& Education)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험을 2년간 지속하고 있는 상태였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참여자가 속한 학교에서 1년간 다루는

Topic
The theory of error, Equilibrium of force
Newton’s second law of motion
Free fall
Rolling motion on an inclined plane
Video analysis of motion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An Angular Simple Harmonic Oscillator
Vibration of string (Standing wave)
Thermal expansion of metal
Wind tunnel
Faraday’s ice pail
Ohm’s law
Diode and rectifier circuit
RLC circuit
Magnetic hysteresis curve
Geometric optics
Microwave optics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Millikan’s oil-drop experiment
Measurement of specific charge

일반물리학 실험 과목의 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학기
에는 역학, 열 및 유체 분야의 실험을, 2학기에는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 분야의 실험을 주로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물리 실험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년간의 물리 실험을
끝내면서 학생들에게 개방형 설문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물리 실험의 아름다움을
조사하는 것으로, 과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
교수자의 지도 없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실험이 가지는 일반적인 아름
다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1 년간 실시한 일반물리학
실험 중 가장 아름다운 실험은 무엇이었는지 작성하게 했다.
1. 특정한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실험의 아름다
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2. 1년간의 실험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논술하시오.
첫 번째 문항은 영재학생들이 실험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영재학생들이
실험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
만약 실험이 아름답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된
문항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 결과의 앞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
류의 실험에서 실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그 이유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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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연구 결과의 뒷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해석학 (Objective
Hermeneutics) 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했다 [26]. 구
체적으로 먼저 학생별(99명), 설문 문항별(3문항)의 두 기
준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단위 (총 297
개) 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기본
단위들에 대해 두 가지 분석 범주를 마련하여 총 여섯 가지
범주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실험이 아름
답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실험과 그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
는 이유, 세 번째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학기별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과 그 실험이 기억에 남는 이유의 범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특히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기억
에 남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에서 제안한 Open coding 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응
답에 대해 연구자에게 떠오른 인상을 최소 분석 단위별로
메모한 후, 메모 내용들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코딩 결과를
정리하고, 비슷한 범주들끼리 묶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27].
이후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범주를 학생들의 자료에 적용

학생들이 실험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99 명의 학생들 중 3 명의
학생들은 실험이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중
2 명은 실험을 수행할 때의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실험 과정에서 실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이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1명은
실험보다는 이론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명을 제외한 나머지 96명의 학생들은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영재학생들은 대체로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실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험의 아름다움도 잘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영재 학교 학생들은 실험에
대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험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관련된 학생의 진술이다.
실험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실험하게
된다면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론적 배경이 있고,
전의 경험 등 때문에 모두가 실험의 아름다움을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느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고, 이를 보다 더 학생들의 자료를 잘 설명하는 범주로
수정하는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al Circle) 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28,29]. 특히, 1번 설문 문항과 2번 설문
문항 각각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의 기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1번에서 일반적인 실
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고려할 때도 구체적인 실험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설문 문항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구
분하여 연구 결과 1에는 1번 설문 문항의 내용을, 연구 결과
2에서는 2번 설문 문항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였으며,
연구 결과 2에서 두 설문 문항의 기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실험의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결과 1에서는 첫 번째 설문 문항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의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결과 2
에서는 두 번째 설문 문항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
탕으로 일반물리학 실험 시간에 다룬 실험 중 학생들이 생
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각
각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보여주려고 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아름답
다고 생각하는 실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자적 관점 (emic)
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최대한 있는 대로
살펴보려 노력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30]. 즉, 연구자는 학
생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과학
자나 과학사학자들이 정립한 아름다움의 개념은 외부자적
관점 (etic) 으로 보고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학생들만의
기준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1.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의 기준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험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이론이
현상에 부합하는 것을 느낄 때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이론이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일치한다고 느낄 때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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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배운 것의 가치를 알게 해 준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론적으로 믿고 있던
지식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을 넘어 과학자의 입장에서
실험의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했
다. 즉,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이 이론적으
로만 주장했던 추상적인 내용이 현상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론적으로만 예측했던 내용들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는 실험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물질파 파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드 브로이가 파장을 가진 광자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듯이 운동량을 가진 물질들이 파동성을
띈다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전자 등의 물질파를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재학생들은 이론이 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매우
정확하다고 밝혀지는 경우 그 실험은 더욱 아름다운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실험 오차가 작게 측정되는
실험의 경우 이론이 실험을 통해 정확히 검증된다고
생각되어 실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다는 것이다.
물리 실험을 계속 하면서 많은 실험들을 하였고, 제가
아름답다고 느낀 실험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이란,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결과와 거의 오차 없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본질적으로 이론이 현상에 잘 부합하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생각한 실험의 첫 번째
아름다움의 기준은 실험의 본질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는
기준인 것이다. 첫 번째 아름다움의 기준은 이론이 현상에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 질적인 측면과, 이론과 현상 사이의
실험 오차가 정량적으로도 매우 적게 측정된다고 느끼는
양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영재
학생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인 측면을 넘어 양적인 측면까지 만족할 때 그 실험이
첫 번째 아름다움의 기준에 잘 들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자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즉, 실험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자연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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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계승되어 온 ‘드러남으로써의 진리관
(Aletheia)’ 과 맞닿은 측면이 있다 [31]. 이 진리관에
따르면, 실험은 자연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원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자연의 숨겨졌던 부분이 드러날 때 희열을 느낀다.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은 과학자들의 눈에 무엇보
다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자연의 모습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동반하려면 그
방식이 가시성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련의 학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시각적으로 재현된
실험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련의
학생들은 자연의 참 모습이 자연의 규칙성이나 패턴이
시각적이지 않은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으로부터 유의미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된 학생의 진술이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에서
조그마한 처리를 가해주었더니 경향성이 보이고 유의미한
상수가 튀어나오는 것, 데이터를 그린 그래프에서 비슷한
점들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니 점점 그래프나 숫자들이 예뻐
보이는 기현상도 체험하게 되었고 데이터의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단순한 실험으로 실험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즉,
세 번째 기준은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험 방식 그
자체와 관련이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실험이 대단히
창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그러한 실험 방식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창의적인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창의적인 실험을 할 때 자연의 신비를
밝힌 실험 방법에 감탄하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한된 상황 내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실험이 바로 그 예시이다. . . . 이러한
실험을 세운 배경이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는 측정하거나 검증할 것이라 상상치 못했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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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이거나 정확하게 가설을 검증해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 방식이 단순하여 직관적으로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실험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실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재현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실험 방식이 단순할 때 실험의 주요한
목적인 재현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이 단순할 경우 직관적으로 실험의 전 과정이 잘
이해가 되어 복잡한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을 이해하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실험 자체를 음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단순성은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성과는 다른
것으로, 물리학자들은 보통 자연의 대칭성, 경제성으로부터
및 이로부터 비롯되는 단순성과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다
[32, 33]. 이에 비해 학생들은 실험 방식 및 실험 과정의
복잡성과 단순성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이다.
최대한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쉬운 실험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아름답다고
볼 수 없다. 실험 기구들은 최대한 간소화되어야 되며,
과정들 또한 적어야 아름다울 수 있다.
넷째, 실험의 아름다움은 실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의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실험의 유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 실험이 기존의 이론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이론 체계의 등장을 촉진하거나, 기존에
생각하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등 과학적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는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당대에 충격을 몰고 온 실험들, 예를 들어 마이컬슨몰리의 간섭계 실험이나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 실험 등,
학문의 새로운 국면을 연 상황에는 항상 역사적인 실험들이
있었다. 이러한 실험들은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한편, 실험이 과학적 지식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과학 이외의 부분에도 주목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Fig. 1. (Color online) Giere’s description about science
activity.
실험이 과학 이외의 학문이나, 또는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그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실험은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학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 . . 특정한 실험은 다른 학문에 영향을 미쳐
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제안한 실험의 아름다움의 네 번째 기준은 일반
적인 미학이론에서의 미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Dewey식의
실용주의자들의 미적 기준에 가깝다는 점이 흥미롭다 [34].
학생들의 이런 생각은 아름다움의 속성이 대상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선호와 관련된다는 미적 태도
론, 무관심성과는 차이가 있다 [35]. 한편, Giere는 Figure 1
과 같이 과학자들의 활동은 모형과 현실세계를 비교해가며
끊임없이 모형을 수정해 나가는 활동으로 묘사한 바 있다
[36]. 앞서 언급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아름다움의
기준 4가지 중 처음 3가지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Figure 1
에 함께 표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번 기준은 이론과 실제 세계가 일치
한다고 느낄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론과 실제 세계의 일치를 이론을 통한 예측 결과와 실험
을 통해 나온 실험 결과를 비교하며 느낀다는 점에서 예측
과 자료 사이에 1번 기준을 표시하였다. 한편 2번 기준은
자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이므로 이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에 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은 실제 세계
옆에 표시하였다. 3번 기준은 실세계로부터 실험 결과를
얻어내는 실험의 창의적이거나 유용한 방식 그 자체에 있으
므로 실제 세계와 데이터 사이에 표시하였다. 4번 기준은
실험의 유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과학 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준이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2번 기준과 관련하
여 학생들은 실제 세계, 즉 자연 그 자체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과학자들은 이론이나 수식의 아름다움,
즉 모형에 보다 주목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실험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주로 실
제 세계 부분을 주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론 자체의
완결성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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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op 8 experimental topic that students feel
beauty.
Topic
Millikan’s oil-drop experiment
Measurement of specific charge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Vibration of string (Standing wave)
Newton’s second law of motion
RLC circuit

Response rate
25.0%
13.9%
9.3%
8.3%
6.5%
5.6%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Faraday’s ice pail

4.6%
4.6%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것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일 때가 많다. 영재학
생들의 경우도 실험을 통해 자연의 시각적 아름다움이 드러
날 때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과학실험으로 가시적인 아름
다움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광학 및 현대물리 실험에서 그
빈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Table 2에 언급된 실험 중 비전
하 측정 실험은 푸른색 원형 고리의 전자선이, 간섭과 회절
실험은 레이저의 간섭 무늬 패턴이, 현의 진동 실험은 줄이
진동하는 정상파의 모양이, RLC 회로 실험은 오실로스코
프를 통해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기적 특성이 시각적으로

2. 영재학생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실험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 실험들이다. 또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도 현미경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기름 방울을 들여다

Table 2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주제별로 학생들이 아름

본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한

답다고 생각하는 실험의 응답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편, 실험 주제별로 학생들이 그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정리한 것이다. 일반물리학 실험 주제 중 영재학생들이 아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Table 3은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름답다고 생각하는 실험은 대체로 현대 물리 및 광학 분야의

높았던 네 가지 실험에서 학생들이 주로 느낀 아름다움의

실험이 많았다.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은 밀리컨 실험과 현의 진동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년간의 일반 물리학 실험

실험은 이론과 실험이 잘 일치하는 실험, 밀리컨 실험과 비

주제 중 학생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실험은 밀리컨의

전하 측정 실험은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실험,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으로 25.0%의 학생들이 이 실험을 언급했다.

실험이 실험의 창의성과 단순성을 갖춘 실험, 밀리컨 실험과

또한 비전하 측정 실험도 13.9%의 학생들이 가장 아름답다

간섭과 회절 실험이 유용한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고 응답함으로써 현대물리학 관련 실험 두 가지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꼽혔다.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실험으로 9.3%의 학생이 광학 분야의

1)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간섭과 회절 실험에 응답해 세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
다. 상대적으로 역학 분야의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학생들의 수는 현대물리학이나 광학 분야의 실험에 비해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4 가지 아름다움의 범주가 모두

적은 편이었으나 현의 진동 실험을 8.3%의 학생들이 가장

나타난다. 우선 이론과 현상의 일치 측면에서 이 실험을

아름답다고 응답함으로써 역학 실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통해 학생들은 기름 방울이 전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비율을 보였다.

관찰하며 본인들이 배운 전기적 이론과 실제 기름 방울의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년간의 일반 물리학 실험

운동이 잘 일치한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주의를

주제 중 학생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실험은 밀리컨의

기울여서 이 실험을 진행하면 제법 정확한 전자의 전하량을

기름방울 실험으로 25.0%의 학생들이 이 실험을 언급했다.

측정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전자의 전하량이 정량적으로

또한 비전하 측정 실험도 13.9%의 학생들이 가장 아름답다

정확히 측정되는 점에서도 이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고 응답함으로써 현대물리학 관련 실험 두 가지가 학생들이

있었다.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꼽혔다. 학생들의 응답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면 실험 장치에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실험으로 9.3%의 학생이 광학 분야의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기름 방울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간섭과 회절 실험에 응답해 세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

그 결과가 컴퓨터로 계산되어 나온다. 다만 기름 방울의

다. 상대적으로 역학 분야의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속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기름 방울에 가하는

학생들의 수는 현대물리학이나 광학 분야의 실험에 비해

전기장을 조정하고 기름 방울의 운동을 눈으로 관측하는

적은 편이었으나 현의 진동 실험을 8.3%의 학생들이 가장

실험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나

아름답다고 응답함으로써 역학 실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온 결과의 정확성으로부터 감성적 체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율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는 기름 방울이 일정한 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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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se number of the four criteria about top 4 beautiful experiment.
Topic
Millikan’s oildrop experiment
Measurement of
specific charge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Vibration of string
(Standing wave)

Correspondence
between theory and
phenomenon

Revelation of Nature

Experimental
Method (Creativity
and Simplicity)

Usefulness

6

15

10

6

3

11

0

2

2

4

2

4

6

8

0

0

결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전하량과 그 값이 거의
비슷하여서 실험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여서 이 실험이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밀리컨 실험을 통해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즉, 학생들은 기름 방울을 전기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작하며 관찰한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으며, 실험 결과
에서 기름 방울이 띄고 있는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의 최소
공배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이 실험
을 통해 드러나는 특별한 종류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름 방울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내가 스위치를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점 역시 기억에 남을 만큼
아름다웠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각 기름 방울의 전하량, 그리고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이 난잡하게 분포하여 있을 것만
같았던 이 기름 방울의 전하량이 실제로 내 손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 특정한 공약수를 가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밀리컨 실험 방식 자체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학생들은 분무기를 통해 기름 방울을
뿌리고, 전기장을 걸어 기름 방울의 운동을 조절하며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 전하량을
유추하는 실험의 전 과정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 방법이 단순하여 어떻게 해서 밀리컨이
전자의 전하량을 유추할 수 있었는지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밀리컨은 기름 방울이라는 실험 재료가 지금까지
밝혀져 있던 공식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실험 환경을 설계했고, 그리고 그 공식들을

통하여 기본전하량이 도출되도록 했습니다. 실험 과정의
간결함이다. 실험 과정은 기름 방울에 전하가 있어 전하가
전기장에 의하여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을 눈으로 쉽
게 관측하여 최소의 단위를 찾아내는 것으로 매우 간편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실험의 유용성으로부터도 실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즉, 밀리컨 실험은
전자의 전하량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측정한 중요한
실험이었는데, 본인들이 이를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밀리컨이 진행했던 기름방울 실험은 기발한 동시
에 이후 과학의 발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
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밀리컨 실험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기준을
골고루 갖춘 실험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봉은 일반물리 실험 교육에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 가진 특별함을 실험자가 다른 실험에 비해
비교적 관찰 대상에 의식의 지향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37]. Ihde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이 기계에 의해 매개되는 양상을 체현 관계 및 해석학적
관계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38]. 즉, 학생들은
이 실험에서 기름 방울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크기를 직접
조작하며 마치 현미경 속의 기름 방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다른 실험과는 다른
특별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 비전하 측정 실험
비전하 측정 실험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론과
현상의 일치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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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총동원되어 전자 빔이 원형 경로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 비전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렇게 구한 결과가 실제 비전하
값과 잘 맞아 떨어지는 정확성까지 갖추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전자 빔 실험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지식이 총동원되었기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전하를 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식인 로렌츠 힘, 구심력, 헬름홀츠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를 유도하기 위한 비오-사바르 법칙) 등 수많은
역학, 전자기학적 지식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비전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인상깊었고, 이렇게 실험한
결과가 실제와 맞게 나온다는 것에서 또 한번 감탄하였다.
오차가 0.2%정도 (?) 로 매우 작아서 좋은 실험이었던 것
같다.
또한 이 실험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 어두운 실험실에
서 전자의 푸른색 원형 고리가 드러내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생들이 느낀 아름다움은 밀리컨 실험과는 다르게
시각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빔이 푸른색의 원형 궤적을 이루는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그리는 원이 아름다운 파란색 빛을 내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실험이라도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실험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전하
측정 실험은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아름답다는 점에서
진실로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비전하를 측정하는 것의 역사적
중요성으로부터 이 실험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실제
톰슨이 최초로 측정했던 비전하 측정 방식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수행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비전하 값의 결정이 물리학에서 전자의 전하량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이 실험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비전하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 실험 말고 비전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 아마도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하 측정 실험은 정말 아름다운 실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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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섭과 회절 실험
간섭과 회절 실험에서 학생들은 밀리컨 실험과 마찬가
지로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본인들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빛의
파동성이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실험 결과를 통해 슬릿 간격을 비교적 정확히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론과 현상이 일치한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간섭 무늬 패턴으로부터 슬릿
간격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간격을 제법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이 실험에
대해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어떤 ‘파동성’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간섭과 회절 실험으로 빛이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명백한 실험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 실험은 빛의 파동성이라는 성질이 간섭 무늬
패턴이라는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점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움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었다. 하지만 비전하 측정 실험과 마찬가지로 간섭과
회절 실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간섭, 회절 무늬가 또렷하게 외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난
것도 내가 아름다운 실험을 고르는데 한몫 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섭과 회절 실험이 단순성을 지니고 있어 이 실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현대에
이르러 레이저를 활용하여 빛의 파동성을 비교적 간단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낀 다른 이유는 복잡하지 않은
실험으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얇은
슬릿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복잡할 수 있겠지만 밀리컨의
유적 실험과는 다르게 초등학생들도 이런 실험을 수행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재현이 가능하다.
간섭과 회절 실험이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한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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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성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혀낸 실험이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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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도 했다.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실험의 유용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간섭과 회절 실험은 빛의 본질이 입자일 수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이면서, 당시 물리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빛의 본질이 파동일 것이라고 믿었던 일부 학자들이
빛이 얇은 슬릿을 통과할 때 빛이 넓게 퍼지는 현상을 두고
빛이 입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낸 것이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실험은 현의 진동 실험이다.
그 이유는 먼저 외적으로 보았을 때 줄이 진동 발생기에
의해 자연수n 의 값에 따라 배와 마디로 나뉘어 진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신기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질서해 보이기만 했던 파동이, 특정한 진동수로 줄을
진동시키자마자 순식간에 규칙적인 마디와 배를 가진
정상파를 형성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게 느껴졌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름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4) 현의 진동 실험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현의 진동 실험에 대해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들로부터 두 가지 아름다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현의 진동 실험을 통해 이론적으로
만 배워서 알고 있는 줄에서의 정상파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통해 실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론을
통한 예측의 결과가 실험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오차없이
들어맞는 것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현상의 일치를 느끼며,
이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로 생각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머리로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현실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나와 기뻤다. 또,
그동안 책으로 보아왔던 공식을 직접 실험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감명 깊었다. 기존에도 수식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하니
정말 신기하였고 처음으로 실험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현의 진동 실험은 오차가 적었었다. excel로 옮겨서 Data를
만들었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상대 오차율 자체는 지난
학기에 진행했던 실험들 중 작은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더불어 줄이 나타내는 정상파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았다. 즉, 학생들은 줄의
진동을 통해 자연의 특정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다. 이에 더불어
밀리컨 실험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으로부터
특정한 패턴이 드러난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낀
학생들도 있었다. 즉, 정상파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자연의
가시적인 특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아름다움 외에도 실험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이 드러난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학생들이 물리 실험의 아름다움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
은 물리 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물리학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물리 실험의
아름다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실험을 통해 이론이
현상에 부합하는 것을 느낄 때, 실험을 통해 자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실험 방법이 창의적이거나 단순할 때, 실험이
유용성을 가지고 과학이나 과학 이외의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이다. 하지만 실험에 따라 네 가지 기준이
나타나는 양상은 달랐는데, 밀리컨의 기름 방울 실험과 같
이 학생들의 응답에서 아름다움의 네 가지 기준이 모두 잘
나타나는 실험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실험도 있었다.
연구자가 분류한 학생들이 실험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중 이론과 현상의 일치, 실험 방법이 창의적이거나
단순할 때, 실험의 유용성 등 세 분류 기준은 이론이나 실
험에 대한 지적 이해에 대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실험을
통해 이론과 현상의 일치를 느끼려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험이 방법이 창의적이거나 단순하다고
느끼려면 다른 창의적이지 않거나 복잡한 실험을 경험해
봐야 한다. 그리고 실험의 유용성을 제대로 알려면 실험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아름다움이라는
감성적 영역은 이론이나 실험 자체에 대한 지적 이해에 대
한 영역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의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특정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그 실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지식 및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영재학생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들 중 첫 번째 기
준인 이론과 현상의 일치 측면에서 영재학생들은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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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정량적 측면에서도 정확히 들어 맞아야 일치한다고

한편, 추후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아름다움과 과학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은 굴림 운동

자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다른지 심층적

실험이 기억에 남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험 오차가

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드러난 바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 아름답다고 응답하는 학생

같이 과학자들은 이론 자체가 가지는 완결성이나 아름다움

들은 드물다. 특히 굴림 운동 실험의 경우 학생들이 빗면의

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생들은 자연 현상 자체가

각도 측정을 중력 방향에 수직인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측정

가지는 아름다움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하지 않고, 이미 약간 기울어져 있는 책상에 대해 수행하여

연구에서 제시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과 관련한

실험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물리 실험을 통

실험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과학자들의 경우는 찾아보기

해 대칭성이나 정확성 등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힘들다. 아마도 학생들의 경우 배우는 입장에 있다 보니

변인 간의 정량적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본인이 배운 것이 실제로 적용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될

실험을 수행하고 반복적인 수행을 거쳐 오차를 줄일 필요가

때 자신의 행위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아름다움

있다.

이라는 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학생과

한편, 1년간의 실시한 실험 중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과학자의 아름다움의 기준의 차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

비전하 측정 실험, 간섭과 회절 실험이 영재학생들이 생각

해 실험의 아름다움을 교육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꼽혔다. 이 실험들은 대체로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니
고 있다. 인간은 감각의 대부분을 시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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