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1, January 2021, pp. 86∼97
http://dx.doi.org/10.3938/NPSM.71.86

Implications for Scientific Inquiry Through the Case Studies on the Physicists’
Problem Identification
Hunkoog Jh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16890, Korea

Bongwoo Lee∗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16890, Korea
(Received 02 November 2020 : revised 23 November 2020 : accepted 04 December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ysicists’ research problem identification proces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nquiry teaching. For this purpose, 58 cases of the research problem
identification process were collected from 19 physicists and analyzed based on the scientific inquiry
process such as problem recognition, research design, conducting research, data analysis, conclusion
and reasoning, and evaluation. After that, the focus group had interviews with 3 physicis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Physicists most often found research problems in the process of
problem recognition, followed by cases derived from the result of conducting research. Physicists
were more inclined to discover new research problems from experiences with and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rather than everyday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discussed,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inquiry problem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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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리학자들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을 분석하여 학생의 탐구 지도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물리학자 19명으로부터 58개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 사례를 수집하여 문제
인식, 연구 설계, 연구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및 추론, 평가 등의 과학적 탐구 과정 요소를 토대로 분석하고,
물리학자 3명과 함께 초점 집단 면담을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학자들은 문제 인식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발견하는 경우였다. 물리학자들은 일상적 경험보다는 이전의 연구 수행의 경험과 결과로부터 새로운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 경향이 컸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물리 탐구 과정에서 탐구 문제 발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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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Keywords: 물리학자, 탐구, 문제 발견, 사례 연구

I. 서 론
과학적 탐구 (scientific inquiry) 는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과학적 실천 중 하나이다 [1]. 과학적 탐
구는 1960년대 발견학습과 함께 과학 교육과정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슈왑 (Schwab) 은 탐구
로서의 과학과 탐구로서의 교수학습을 과학지식과 사고, 방
법을 학습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2,3].
특히,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예비과학
자로서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점은 PSSC(Physical Science
Study Committee), HPP(Harvard Physics Project) 등을
통해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 기반 탐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뤄진 바 있다 [4,5].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영재교육 대상자를 위주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과 방법,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사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과제연구라는 이름으로 영재학
교와 과학고, 일반학교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6–8].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과학기술 인
재의 소양을 과학과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9].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탐구실험> 이라는
교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 역량 함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10].
그러나 탐구에 대한 중요성과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생들은 여전히 탐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도입에도 불
구하고 실험 횟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탐구를 위한
경험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탐구 능력 전반을
모두 경험하기보다는 특정 요소만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11]. 탐구에 대한 어려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인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이 재현 가능하지 않거나
절차나 조건이 모호하게 제시된 것도 있고 [12], 많은 학생
들은 문제 발견을 위한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
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며,
충분한 과학 지식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견된 문제의
수준에 한계가 발생한다 [13–15].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
∗ E-mail:

peak@dankook.ac.kr

해 적절하지 못한 가설 설정과 변인 설정, 수준에 맞지 않는
주제 선정과 부적절한 실험 수행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도 한다 [16–19]. 이를 지도하는
교사 역시 탐구 지도에 대한 자아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며,
다양한 탐구 주제와 유형에 대한 지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호소한다 [20,21].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수준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2].
이러한 제한된 탐구 방법과 경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를 통한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과제연
구 (Research & Education)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제
연구는 2002년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나 연구자에
의해 사사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학생들은 과제연구를 통해 개방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이론이나 모형을 직접 생성하고
수정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서 필수적인 실험
이나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23–25].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흥
미를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6,27].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과학자로서의 진로 설계 및 진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하며 연구 수행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자율적
과제 연구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구와 관련된 역량
이나 지식이 충분히 습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8]. 무
엇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지도 교사 모두 탐구 주제 또는
문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은 미진한
상황이다 [20,29,30].
과학적 탐구 및 과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능력 중 하나
는 문제 발견 능력이다. 과학에서의 문제는 탐구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서, 해결 방안이나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진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진술을 정의하거나 구체화
하여 범위와 변수,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문제 발견이라
한다 [31]. 문제 발견 능력은 일반 학생들과 영재 학생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탐구 과정 중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이다 [13, 16, 32]. 창의성을
비롯한 탐구, 문제 해결 등의 연구에서 문제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고 있다 [33–36]. 국내의 경우,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문제 발견 능력 및 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과학적 탐구에서의 문제 발
견 과정을 새로운 결과의 탐구, 관계 탐구, 왜-어떻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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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하거나 문제 발견 전략을 사전 전략, 연결 전략,
갈등 전략, 대체 전략 등으로 도출하며, 문제 발견 단계를
문제 상황 탐색, 직관적 지식 및 경험 표출, 문제 상황과
관련된 의문 제기, 기존 지식 및 경험 표출, 토의 내용과 관
련된 의문 제기, 잠정적 문제의 제안, 적절성 논의, 최선의
문제 선택 등으로 제시하였다 [17,37,38].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
해 과학사를 통해 잘 알려진 과학자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예를 들면 라부아지에나 뢴트겐, 카르노
등의 여러 과학자의 사례들을 토대로 문제 발견의 패턴을
불충분한 이론이나 설명의 모순, 비유 추론의 한계, 도구를
통한 새로운 현상의 관찰 등으로 범주화했다 [39–41]. 그
러나 과거 과학자의 문제 발견 사례의 연구는 2차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도 있
으며, 후세에 의해 재해석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또한
오늘날의 실제 연구 맥락이나 연구 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이 결과를 현재의 탐구 및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자연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과학
자들의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문제 발견의 맥락을 이해하
는 것이 미래 물리학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ee and Oh
[42]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과
삶과 경험이 문제 발견 과정에 개입하며 이전 문제 해결이
새로운 문제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으나,
이는 인문 ·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물
리학에서의 문제 발견 능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과학 연구에서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지
조사하고, 물리학자들의 문제 발견 과정을 통해 물리학습의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 및 과제 연구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 발견 과
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과학적 탐구 및 과제 연구
등에서의 문제 발견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표집은 목적 표집으
로서 한국물리학회에서 발간 중인 Scopus급 학술지인「새
물리」에 최근 5년간 하이라이트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
또는 한국물리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물리교육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풍부한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43]. 연구 문제 발견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및 초점 집단 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을 활용하였다 [44].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명의 물리학자
를 대상으로 새물리 및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한 3건의
연구에 대해 연구 제목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총 58
개의 연구 논문에 대한 동기나 과정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서술형 응답 결과를 토대로 1차
분석한 뒤, 연구 문제 발견과 관련된 다양한 범주를 도출하
고 각각의 범주를 반영하는 3명의 물리학자를 선정하여 연
구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의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초점 집단 면담에서는 1차 분석 결과와 응답에 대해 설명하
고, 각각 응답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 발견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석 내용이 타당한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 (member check) 을 거쳤다. 2차 분석
결과는 외부의 전문가 (물리학자 및 물리교육자) 의 검토를
거쳐 최종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과학적 탐구 및 과제연
구 등에서 활용하는 과정과 요소를 토대로 귀납적인 방법
(analytic induction) 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다 [45]. Kim
et al. 이 수행한 과학자들의 문제 발견 패턴에 대한 연구에
서는 ‘당시 이론이나 설명의 불충분, 모순 또는 오류에서
발견된 문제’, ‘당대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발견된 문제’, ‘유사성과 비유사성 추론
에 의한 문제 발견’, ‘ 새롭게 발명된 실험 기기로 새로운
현상의 관찰에 의한 문제 발견’,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에
그 연구와 관련되어 생성되는 문제 발견’ 등 5가지로 구분
하였고 [41], Lee and Oh는 문제 발견의 조건으로 기존에
관찰하지 못했던 현상의 발견, 의사소통이나 우연한 영감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개인의
내적 의식의 흐름에 집중한 것으로 탐구 단계나 탐구 과정과
연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발견
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 대부분의
과학자는 특별하고 기이하고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일
련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주제를 발견하고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4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탐구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
뤄진다는 가정 하에 이전 탐구 과정 또는 현재의 문제 발견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 발견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
로 범주화하였다. 과학적 탐구는 연구자마다 과정이나 단
계가 다르게 정의되지만 대체로 문제 인식, 연구 설계, 연구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및 추론, 평가의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제 인식 단계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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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이나 관찰,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다.

광격자시계 연구 과정에서 개발한 기계식 원자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에 따른 배경 이론 및 가설을 정하고

빔 셔터를 같은 연구를 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

그에 따라 주요 요인을 도출하며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을

과 공유하고 하는 논문이다. 주변 배경 물질의

의미한다. 연구 수행은 계획된 순서와 절차 등에 따라 실제

흑체 복사선에 의해 원자의 공명주파수가 아주

실험이나 관찰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뜻한다.

작지만 달라지게 만드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 해석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거나 분석하고 시각화함
으로써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며 선행 연구나 이론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와 실제 습득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결론 및 추론은 주어진 자료 해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며,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
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평가는 연구 결과에 대해 얼마나
일반화가 가능한지, 채택된 모델이나 결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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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원자시계의 정확도가 극한에 도
달할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문제이다. 섭씨
400도로 가열하여 원자빔을 발생시키는 장치
가 만들어 내는 복사선과 원자 빔을 규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초고진공 사용 가능
성, 고속 스위칭, 저진동, 자기장 발생 최소화,
긴 사용 수명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를 기초로 물리학자들의 연구 문제 발견이 이전 연구의

하는 기계식 셔터이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수행 과정 중 어느 단계를 통해 파생된 것인지 분석하였다.

상용 제품이 없어서 연구자들이 직접 만들어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연구자 J가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는 어려움을 해결한 논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용매에 따른 유전 또는 강유전 특성이 제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로부터 두께 대신 유전체의 특성에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예비 실험을 거쳐 연

최근 국내 학술지 및 해외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구자가 기대한 성과를 얻어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분석은 대개 문제 인식을 위한 과정으로 이를 문제 인

물리학의 세부 전공에 따른 특성이나 연구자의 연령, 지역,

식 단계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문제 발견으로 정의하였다

소속 대학이나 공동체 등의 영향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Table 1 참조).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물리학 연구에서의

선행 연구 논문에서 강유전체 필름 합성시 용매
를 다르게 하면 표면 거칠기, 두께 등이 다르게

문제 발견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물리학 영역 전반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후속 연구로

나온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용매에 따른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구 과정 및 요소와 문제

유전 특성, 강유전 특성에 대한 보고가 없어 연

발견 과정을 연관지어 분석하였으나, 실제 하나의 단계에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국한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일 수 있다.

거칠기 두께 보다는 유전 특성, 강유전 특성을

예를 들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어떤 연구의 문제 발견이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이뤄졌다 하더라도 과거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나 개인의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용매

호기심이나 동기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본

를 이용하여 박막을 만든 후, 선행 연구처럼 거

연구에서의 분석은 연구자의 일련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칠기 및 두께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

후속 연구로서 문제 발견이 이뤄지는지, 아니면 이전의 연

실험실에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유전 및 강유전

구 성과나 경험과 상관없이 새로운 문제 발견이 이뤄지는지

특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어떠한 단계가 문제 발견에 가장

한편, 이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외부기관이나
상위 공동체나 단체에서 연구 문제가 정해진 경우나 위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은 정해진
일련의 순서로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 학습에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새로운 단계로 구성하였다.

과학적 탐구와 실제 연구의 과정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예를 들면 원자시계와 관련된 연구자 공동체에서 알려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식에서 결론 도출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별도의 문제 발견 과정이 서

과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요소이며,

술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일련의 탐구 과정에서 도출된 경우와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을

분리하였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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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framework of analysis for problem identification in physics research
Inquiry Process

Off-inquiry

Pre-determined
by others

Problem identification

Inquiry design
Conduct of inquiry
On-inquiry

Inference of data

Sub-category (Frequency)
· Prolonged and unresolved problems 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5)
· Asked by industries or institutions (4)
· Asked by the society (2)
· Predefined by their research groups (2)
· Originated from personal curiosity or daily
basis (2)
· Stemmed from long-term research projects (2)
· To confirm or verify the results from the
previous studies (3)
· Brought an idea during the literature review (17)
· Brought an idea while designing previous
research (3)
· Finding problems from the results of previously
conducted research (6)
· Finding unexpected observations in the
previously conducted research (7)
· Problems derived dur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obtained data (2)

Conclusion
Review

III. 연구 결과
19명의 물리학자가 응답한 58건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을
탐구의 단계 및 과정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
하였다. 연구 문제 발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3건을 제외한 55건을 분석하였다.
Table 1을 살펴보면 이전 연구 주제로부터 파생되지 않고

고효율 나노발전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팀 또는 집단 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소속된 연구 집단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 문제를 미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 C 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박사과정 중 강유전체
(ferroelectric material)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미 주제가 사전에 제시된 경우가 13건이었다. 그리고 6
단계의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 42건인데 이 중
문제 인식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연구 설계로부터는 3건,
연구 수행이 13건, 자료 해석이 2건으로 나타났으며 결론
및 평가 단계에서 나타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1. 연구 문제가 사전에 제시된 경우
연구자 자신이 어떠한 주제 탐색 과정이나 고민 없이
이미 연구해야 할 주제가 정해진 경우는 총 13건 (23.6%)
이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를 발주해
직접 연구자에게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박사후 과정때 연구 주제
로 해당 주제는 당시 박사후 과정 연구 그룹에
서 진행하고 있던 연구주제로 후속 연구 성격
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이공계의 연구주제
는 개별 연구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해단
연구진이나 연구소의 연구 기자재를 자유롭게
쓰는 형태보다는 해당 연구소가 진행하고자 하
는 연구주제에 맞춰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 발견 및 동기는 박사후 과정
개별 연구자가 아닌 지도 교수의 관심사가 주로
선행한다. [Phys. Lev. Lett., Off-P (연구자
C)]

같은 예에 해당한다. 연구자 L은 선형 편광판 제작에
대한 의뢰를 국방부로부터 받아 연구진이 가진 기술
(경사입자 증착법) 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2. 별도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을 거치는 경우

요구는 기업이나 기관 외에도 사회적으로 과학자 공동체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연구자 H 은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전력 동작 센서 등의 요구에 따라서 자가발전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과학적 탐구는 문제 발견을 위한 탐색
활동으로 시작하는데, 예비 실험이나 흥미로운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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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찰, 문헌 연구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24 건 (43.6%) 이 연구 문제 발견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일반 학생들은 연구 문제 발견을 위해
일상적 경험을 강조하지만, 물리학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과정을 통해 주제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이미 알려진
선행 연구나 이론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다른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다. 연구자 D는 선행 연구 검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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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어린 시절이나 오랜 전 경험,
일상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연구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연구자 K는 어린 시절 돋보기로 종이를 태웠던 경험을
토대로 탄소나노소재에 대한 연구에 접목시켰다. 또한
양자 소자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D는 광학 연구를 하는
동료와 역학 진동에 대해 대화하던 중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초전류 트랜지스터 연구 수행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던
중 게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나노 수준의 일차원 반도체가
구현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도전해 성공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확장하거나
검증하고자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수행한 경우가 17건
(30.9%)이었다.

이 연구는 반도체 나노선과 초전도체 접합을
통해 게이트 조절 가능한 초전류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개발한 실험 연구이다. 이차원 또는 삼
차원 반도체에서 초전류 트랜지스터가 보고된
적은 있었으나, 크기가 훨씬 작은 나노선 일차
원 반도체에서 구현될 것인지 의문이었고,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선행 결과가 있었으나 재현
성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일차원 초전류 트랜지스터를 구현하
는 것이 과제여서 이에 도전해서 성공하였다.
[Science, On-PI (연구자 D)]
한편, 연구 문제 발견은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수행한
다양한 연구 외에도 잘 알려진 이론을 통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연구자 E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였던 파인만
(Feynman)의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파인만이 1959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주장했던
원자스케일 메모리 개념을 현재의 실리콘 기술
내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표
를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다. 통상적인 실리콘
물성을 이용해서는 원자스케일 메모리 구현이
불가능하기에 과도한 도핑을 통해 전자-격자 상
호작용 (electron-lattice interaction)을 증대시
킴으로써 비선형적 쌍안정성 특성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별 표면 원자에 이진 정보를
담는 원자스케일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Nano Lett., On-PI (연구자 E)]

나는 1998년 이후 탄소나노소재(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의 합성, 물성 평가 및 응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본 연구는 어
린시절 돋보기를 활용해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워서 검게 만들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보
았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활용해서 탄소나노소
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돋보기와 태양열
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작해볼까 했었으나, 바쁜
일정을 계절과 날씨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래
서 이와 유사한 실험을 계절과 날씨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금속 가공용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진공 챔버를 활용하면 내가
생각한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전체적인
실험을 디자인하고 수행하여 해당 논문을 발표
하였다. [New Phys.: Sae Mulli, On-PI (연구
자 K)]
이 연구는 위상 절연 나노선의 역학적 진동을
통해서 Aharonov-Bohm 효과를 관측한 최초의
실험 논문이다. 소자의 전기 전도 특성 실험에
서 위상절연 나노선의 자기 저항이 AharonovBohm 효과를 보이는 것을 미리 확인하였는데,
나노 소자의 역학 진동 연구 경험을 가진 다른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역학 진동 연구를 시
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Nat. Comm., On-PI
(연구자 D)]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물리학자들의 문제 발견 과정에 따
르면 과학적 탐구 과정 중 문제 발견 과정을 거쳐서 실제 문
제를 수립하게 된 사례가 가장 많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행한 연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함
으로써 새로운 문제의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물리학자들도 물리학 공
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
제를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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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보다 일상생활, 개인적 경험이나
동기로부터 출발해 문제를 발견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물리학자 역시 일상생활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
이 문제 발견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직접적으로 접목되어 연구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경우, 동기 부여 측면에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지만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장단점을 분석해 비판해 보고, 주어진 이론이나 현상을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 대한 검색과 추출, 분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4. 이전 연구의 실험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3. 이전 연구의 실험 설계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하나의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복된 경험은 지속적인
문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전에 수행한 연구의
경험은 다음 단계의 연구로 이어지는데, 실험 수행을
위해 실험 기구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다음 연구에 적용하기도 한다. 연구자 S는 박사과정 중
수행한 연구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는데, 나노구조를 공중에
지지하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을 실제 연구 및 실험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인 J는 Eu2+ 의
발광 특성을 연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Eu3+ 가 첨가된
시료로부터 환원 과정을 거쳐 원하는 물질을 얻게 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Eu3+ 및 Eu2+ 의 발광특성의 상관관계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우
잘 알려진 과학자들의 문제 발견 사례 중 많은 비율이
연구 실험 중에 얻은 결과나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관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다 [39, 40]. 실험이나 관찰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러 과학사의 사례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전에 수행한 실험 결과가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주 주의
깊게 실험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관찰되거나 혹은
실수인 줄 알았던 데이터들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자 J는 강유전체 물질을 이용해 대전 실험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결과를 발견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찰 대전 디바이스는 매우 큰 에너지 변환 효
율을 보이지만, 마찰에 의해 디바이스의 표면이
마모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한 연구결과
는 없다. 저는 강유전체 물질을 이용하여 마찰
대전 디바이스 실험을 진행하던 중, 실수로 마
찰을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강유전체의 전기 분극이 마찰 대전에 미치는
영향을 마찰 대전 디바이스의 구동 원리를 되
짚는 과정에서 표면 전위를 바꿀 수 있다는 가
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Adv.
Func. Mat., On-CI (연구자 J)]

박사과정 중에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1차원 나
노구조를 양쪽에 클램핑을 해서 공중에 매달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때 함께 공동연구
를 하던 이론팀이 한쪽만 지지를 하고 다른쪽은
떠있는 외팔보 구조를 제안하였고 2 – 3년에
걸쳐 이 구조를 실험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Nat. Comm., On-ID (연
구자 S)]

또 다른 연구자 Y 는 금속 기반의 복합 구조를 통해
전자기파를 집중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 – 3차원
구조의 슬릿을 만들고자 다양한 실험을 하던 중 특정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봉우리 (peak) 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물리적 현상임을 규명하게 되었다.

과학 탐구 실험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연구
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구체적인 실험 설계
과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나 결과는 어떠
한지, 또 다른 영향이나 요인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면 새로운
연구를 파생할 수 있으며, 만약 예상한 것과 잘 부합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로의
확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속 기반의 복합 구조를 이용하면 전자기파를
특정 위치에 강하게 집적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되었다. 기존에는 2차원 구조의 원이나
사각형 모양에서 1차원의 슬롯, 슬릿 구조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슬롯 구조의 경우 긴 막대
모양의 비어있는 구멍 구조로 전자기파를 2 방
향으로 강하게 집적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더 나아가, 전자기파를 파장 이하로 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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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집적할 수 있는 금속 구조는 없을까를

리 성능이 어떤지 평가하였다. 과거 고온에서

고민하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샘플 구조를

안정하고 유연한 기판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디자인하게 되었다. (중략)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기판을 활용해 유연한 기판 위에 강유전체를

다양한 샘플 구조를 디자인하고 실험을 진행

증착시킨 후, 양성자 가속기 센터에서 양성자를

하였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인을

조사하였다. 기판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성자를

분석하고, 샘플을 다시 디자인해서 만들고 하는

조사해도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확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인할 수 있었다. [Curr. Appl. Phys., On-CI

구조의 샘플에서 예상치 못한 주파수 위치에서

(연구자 J)]

공진 픽 (peak)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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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연구자들의 실험 과정에 대한 수행과 그로 인해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그와 같은

관찰한 결과는 그것이 기존의 이론이나 다른 결과와 부합하

특정 구조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지 않게 되면 특이한 현상으로 주목하게 되어 새로운 연구

게 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정

문제로 이어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후속 연구에서

한 가정을 세우고 샘플 구조를 조금씩 변형시켜

해당 성과를 활용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연구로 이어

가며 그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짐을 알 수 있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은 학생

그 예상치 못했던 공진 픽은 비대칭적 금속 구

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으로 과학사의 사례에서도 종종 찾을

조에서 전자기파가 비대칭적으로 집적되며, 결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왕성과 해왕성의 발견 역시 천문학

과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모노폴

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이를 행성으로 간주하지 않아 뒤늦게

공진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태양계의 구성원으로 추가되었으며, 광전효과 역시 19세기

와 같은 결과를 실험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초중반에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양자역학적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Opt. Express, On-CI,

는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제

(연구자 Y)]

연구나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찰한 결과나 현상을 자신

한편 반드시 새로운 현상이나 특이한 결과를 보지

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스러운 자세이지만 설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관찰 자체를

연구자가 수행할 실험이 충분히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은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거나, 이전 연구에서

없는지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46,47]. 관찰과 실험에서 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연구 문제로 도출되기도

론 의존성은 필연적이지만 실험과 이론의 상호보완적 관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C는 강유전체를 이용해 머신러

를 이해함으로써 실제 현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닝과 딥러닝을 위한 프로세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극성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polarization) 을 유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 그룹에서 수행하던 결과들을 토대로 출발한
것으로 연구자 C는 Si가 추가된 (doped) HfO2 를 활용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공계에서의 연구들은

5. 자료 해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 문제를 발견하
는 경우

“수년에서 십년까지도 지속되며 연구 문제는 연결선
상에서 계속해서 발견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연구자 J

실험 수행에 따른 결과를 직접 관찰하여 특이하거나

는 이전에 고온에서 안정한 기판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판에 대한 성과를 활용해 강유전체 박막에 양성자를 조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사한 뒤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기판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발견하기도 하며, 자료 해석 과정에서 습득한 방법이나
기술을 다른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응집물질물리 이론 분야 전문가인 I는 실험 분야의 다른

요즘 우주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주에서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산화 그래핀의 센서 특성을 분석하는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 특히 메모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화 그래핀 모형 및 전자

가 강조되고 있다. 태양에서 나오는 우주선 중

구조, 작용기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제1원리

양성자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양성자에 집중

계산 (first-principle calculation) 을 활용해 전자 구조와

하여 강유전체 박막에 양성자를 조사한 후 메모

작용기 방향 등 물성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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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광발광 실험 결과를 해석을 위한 공동 연구를

IV. 결론 및 시사점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유사한 다른 물질의 물성 이해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화 그래핀의 센서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화 그래핀에 대한 미시적
모형과 전자 구조 및 작용기의 방향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하여 총에너지 계산을 기
반으로 힘을 구하고 전자 구조를 결정하였으며
에너지가 낮은 작용기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화 그래핀의 물
성과 센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략) 마찬가지로 실험과 이론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광발광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전자 구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된 전자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 전자 구
조 계산 결과로 도출되는 전도 전자띠와 원자
가 전자띠에 대한 정보와 일함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 구조 계산을 수행할 때
기판의 유무가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판을 고려한 전자 구조 계산을 수
행하여 실험 결과를 성공적으로 분석할 수 있
었다. [Carbon, On-ID (연구자 I)]
물리학자들과는 달리 학생들은 실험 수행 과정에서 직접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이론과 비교하
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앞서서 실험 수행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인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학생들의 문제 발견 및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과 실험값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경향이나 공식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예측치와 실제 실험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얻은 지식을 다른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주제로 확장시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
서 제시한 여러 물리학자의 연구들이 대부분 유사한 연구
주제 및 흐름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임을 고려할 때, 하나의
단위 연구로 종료되지 않고 여러 번의 연구로 점차 문제를
정교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학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경험
으로부터 물리학 영역에서의 연구 문제 발견의 특성을 이해
하고 이를 통해 물리교육에서 물리영재 및 일반학생의 탐구
지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물리학자들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을 일
련의 연속된 탐구 단계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로 구분한 뒤, 과학적 탐구의 단계에 맞게 문제 인식,
연구 설계, 연구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및 추론, 평가의 6
단계 중 어느 단계와 관련 있는지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수행 이전에 이미 주어지는 경우가 13
건이었으며 대개 거대 집단이나 연구 그룹, 기관이나 기업
의 요구에 의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였다. 이는
과학자들의 경우 유사한 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집단 또는
연구 공동체를 통해 연구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연구 문제를 발견하는 학생들과 다른 점이다.
물리학자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을 탐구 과정 및 요소에 따
라 분석한 결과, 문제 인식 단계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 가장 의존한 방식은 선
행 연구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실험 설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으며, 이전
연구 수행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경우는
13건이었다. 특히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는
기대했던 가설이나 이론과의 차이를 발견해 흥미를 가져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며, 일치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이를 새로운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 다른 선행 연
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이어졌다. 수집된 자료
에 대한 해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은
2건인 것과 비교하면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새로운 연구 문제 발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결론 도출이나 연구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를 통해 얻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물리학자의 연구 문제 발견 과정과 일반 및 영재학생의
문제 발견 과정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큰 특징은 과학자들
의 경우, 연구 설계나 수행과 같이 이전 연구 수행 경험과
결과가 새로운 연구 문제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 참여한 물리학자는 주로 선행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활용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연구 문제
를 찾게 되지만 학생들은 선행 연구보다는 일상 경험이나
검색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은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는
데,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탐구된 내용 중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만한 다양한 이론이나

Implications for Scientific Inquiry Through the Case Studies on the Physicists’ · · · – Hunkoog Jho · Bongwoo Lee

원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제되지
않은 일상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험이나 탐구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지나치게 많고, 충분한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
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물리적
이해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한 다양한 이론을 검색하고 비
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련의 탐구 과정에서 나타난 물리학자의 문제 발견 과
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물리교육에서의 탐구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문제 인식 단계의 경우 탐구
맥락에 맞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심화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상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물리
학자들의 경우, 선행 연구에 의존해 발견하는 경우가 일상적
인 경험이나 아이디어로부터 온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나
연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보
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출물이나 아이디어 생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일상적 상황을 물리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고자 시도하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빗면에서 공을 굴린다고
하면 물리학I, II에서의 속도, 가속도 및 변위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 구름 면에서의 마찰 계수 외에도 공의 회전 관성,
소리나 탄성에 의해 소실되는 에너지, 공의 크기나 속도에
따른 항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물리적으로 자주 다루지 않았던 현상들을 물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학생들이 익숙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위한
목적에서 일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어도
물리 연구에 대한 역량 함양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학자들의
지식 구성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
해서는 기초 이론의 이해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능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경우, 전문적 학술지를 이해할 수 없
으므로 이전 학생들이 수행한 보고서나 전시물, 발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탐구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분석하는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미리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험 설계 과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나 결과는 어떠한지, 또 다른 영향이나 요인은 없는지
연구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행 과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면 새로
운 연구를 파생할 수 있으며, 만약 예상한 것과 잘 부합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이러한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로의

95

확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의 연구가
단일 연구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습해야 한다.
관찰이나 자료 수집, 조작 등 실험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많은 유익한
점을 가져다준다. 학생들의 경우, 실험 수행을 위해 학습한
이론이나 지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실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 중 예상과 맞지 않거나 신기한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기록하고, 이를 해당 탐구에서 설명할
수 없다면 이어지는 다른 연구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찰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현상을 선지식이나 경험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료 해석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의 연구 문제 발견
은 많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
므로 직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오히려 자료 해석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문제 발견 및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험값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경향이나 공식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예측치와 실제 실험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얻은 지식을
다른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주제로 확장시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여러 물리학자의 연구들이
대부분 유사한 연구 주제 및 흐름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임을
고려할 때, 하나의 단위 연구로 종료되지 않고 여러 번의
연구로 점차 문제를 정교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리학자의 사례에서는 결론 및 추론과 결론에 대한 잠정
적 평가로부터 새로운 연구 문제 발견이 명시적으로 이뤄지
지 않았지만 연구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상황이나 맥락, 변수, 조건에 대해 새로운 연구
를 수행하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도 자신
이 수행한 연구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탐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탐구는 탐구 과정 중 일부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교육내용이나 여러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탐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구조화된 실험이나
관찰 외에 직접 계획하고 수행하는 장기적인 탐구의 기회를
더욱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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