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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들은 협업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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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생성 주체로서 집단지성이 주목받고 있다.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

업이 필요한데 협업을 위한 기본 조건은 정보의 공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4명의 과학영재 학생

들을 대상으로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한 후 그들의 문제해

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이 협업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알아보

았다. 연구 결과, 과학영재들은 문제발견과정에서 전제와 문제를 공유하였고, 가설 생성과정에

서는 문제해결의 목표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공유하여 가설을 생성하기 위한 조

작자 인출에 이용하였다. 생성된 가설이 평가되는 과정에서는 해결방법의 평가기준으로서 제

약조건과, 이를 이용한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집단이 생각의 공유를 통해 스스로 지

식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개념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자발적인 개념변화는 영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집단지성, 과학영재, 공유, 문제해결, 그룹 창의성

I. 서  론

최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주목받고 있다. 집단지성의 특성은 “우리는 나보

다 똑똑하다(Libert et al., 2008)”라는 문장으로 대변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Levy(1997)는 집

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

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유기체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

향을 주고받아 역동적인 양상을 띠는 생태계에 비유할 수 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협

업적 창의성(collaborative creativity)의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식생성의 주체가 개인

이 아닌 집단 혹은 그룹이라는 것이다.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대중지성과 전문가지성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최항섭, 2009) 협업의 기본 매커니즘은 동일하다고 본다(전종희, 
2013). 두 번째 조건은 지식생성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한다는 점이다(Leadbeater, 200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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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조건은 개인이 생성한 지식보다 결과물을 놓고 보았을 때 집단의 산출물이 훨씬 뛰어

나야 한다는 점이다(Libert et al., 2008). 집단지성에 의해 생성한 지식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가진 창의성을 숫자적으로 더한 수준이 아니라 거듭제곱 방식의 급진적인 성장세를 띠어야 

한다(Sawyer, 2008).
지식생성의 주체가 집단이라는 첫 번째 조건은 집단지성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 번

째 조건은 결과물에 대한 시대와 사회의 평가이다. 따라서 집단지성에 의한 협업적 창의성

이 나타나는 과정적 측면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정보의 공

유’가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Leadbeater(2008)의 ‘무엇을 공유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

다’라는 말도 집단지성에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

쁜꼬마선충(C.elegans)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공개연구 방식으로, 어떤 연구실도 단독으로 수

행할 수 없는 복잡한 과업이기 때문에 각 연구실에서 나온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공

동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공동 저

장소가 생기고, 그에 따라 지식 공동체가 커져갔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연구 데이터

를 망설임 없이 모두 공개했고, 다른 연구자들은 그 결과 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태어 

나갔다. 그 결과 33년 만에 꼬마선충의 완벽한 유전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Leadbeater, 2008). 이렇게 조각 지식들을 모아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형태의 전문

가지성은 정보의 공유를 쉽고 간단하게 해주는 웹이라는 도구의 발전에 발맞추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Galaxy Zoo(www.galaxyzoo.org)의 기원(박일우, 김우형, 박주영, 2012)이
나 위키피디아(Leadbeater, 2008) 또한 집단적 정보 공유를 통해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협업적 창의성은 이와 같이 집단에 의한 지식의 수집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모인 집단 구성원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전종희, 2013)’에서도 나

타난다. 과학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 검증과 수정 과정은 과학자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

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으로서 이 또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 아이디

어가 발표되면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아이디어는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며 

반론이 재반박되기도 한다. 한 개인이 전체 연구를 폐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 경우라도 친한 동료와의 의견 교환과 비판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개인적인 과정을 거쳐 발견한 결과라 하더라도 과학계에 발표를 한 이후에는 과학자 

집단에 의해 비판과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과학자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집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과학연구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하나

의 연구 주제를 다루는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실에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밝힌 Dunbar(1995, 1997)의 연구에 따르면 ‘혁
신은 현미경이 아니라 회의 테이블에서 시작된다.’ 과학자들은 고립된 유레카가 힘들며 부분

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과학연구는 협업적 창의성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국내 영재교육은 영재들의 리더십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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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에서는 영재의 리더십 연구로서 영재 리더십에 대한 인식 조사, 영재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구성요인 분석(김미숙, 전미란, 2005), 리더십 검사도구 개발, 영재 리더십 프로그

램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영재의 리더십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김미숙 외, 2006). 
이는 협업적 창의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정의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좀 더 협업 과정의 본질에 접근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영재 학생들 간에 무엇이 공유되는지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는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원인을 밝히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영재들이 협업적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무엇을 함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이 부딪치는 문제상황과 유사하게 비구조화된 불일치 상황을 제

공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미세 분석함으로써 과학영재 그룹이 과학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 협업적 창의성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D지역의 과학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4명(이하 각각의 대상자를 S1~4로 표기)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평소 물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었다. 연구 참

여자로 과학영재 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물리라는 영역특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들이 물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

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이 몰입에 도달하려면 구성원들이 암묵적 지

식을 공유하고 기술수준(혹은 지식수준)이 동등하여야 한다(Saywer, 2008). 즉 물리 영역에

서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업적 창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자 그룹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나 절차적 지식을 포함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에 

의한 차이를 제외하면 전문가인 과학자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프로세스는 학

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Clement, 2008).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

절하면 학생의 사고과정 분석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과학영재

학생, 특히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학생은 이미 과학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어 자신의 능력

을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상태인 준비기(이지원, 김중복, 
2013)라고 볼 수 있다. 즉, 초심자와 전문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집단지성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이를 통해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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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한 상황

털가죽으로 마찰시킨 에보나이트 막대를 중성인 검전기에 접촉시켰다 떼면 검전기 금속

박이 벌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이 검전기에 다시 (-)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

져간다. (-)대전체의 접촉으로 인해 검전기가 (-)로 대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전기 금속박이 오므라

들었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이선희, 김중복, 2009). 검전기와 대전체가 같은 전하를 띠

면 더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를 띠면 오므라들었다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 대전

체를 접촉한 검전기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데 마치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상황을 직접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보도

록 하였다(Lee & Kim, 2012, 2013).

① ② ③

(-)대전체 중성인 검전기 금속판에 접촉 치움

금속박 오므라든 상태 벌어짐 벌어진 상태

④ ⑤ ⑥

(-)대전체 다가감 더 가까이 감 더 가까이 감

금속박 벌어진 상태 오므라짐 다시 벌어짐

[그림 1] 과학영재들에게 제시된 불일치 상황.

 

3. 자료 수집  분석

자료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생성된 언어적 프로토콜과, 그림, 손짓 등의 비언어적 프로토콜

이 함께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상황을 보여준 후, 상황을 어떻게 표상하였는지 확인하

고, 이 상황에 대해 정리가 안 된 형태여도 좋으니 생각나는 즉시 최대한 많이 표현하기를 

요청한 후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실험도구로서 검전기, 에보나이트 막대, 
털가죽을 3개씩 제공하였다. 특별히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현상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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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 나올 때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료 참여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녹음하고 학생들이 설명을 위해 그린 그

림을 분석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문제발견, 가설생성, 가설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

누어 어떤 발화가 이루어졌는지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문제발견 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가?

가. 제의 공유

[그림 1]의 ②와 같이 (-)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중성인 검전기에 접촉하면, [그림 

1]의 ③과 같이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이 검전기에 에보나이트 막대를 

점점 접근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예측해보게 하였다. T는 연구자, 
AS는 과학영재 그룹 전체를 의미한다.

5 T: (에보나이트 막대를) 대전시켰어요. 이제 (에보나이트 막대를 검전기에) 접촉할거에요. (금
속박이 벌어진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얘(에보나이트 막대)를 다시 (대전된 검전기에) 가까

이 갈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 S1: (금속박이) 더 벌어지겠죠.
8 S1: (에보나이트 막대와 검전기가)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9 S3: 전자가 척력을 받아서 밑(금속박)으로 다 옮겨가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10 S2: 네 그럴 거 같아요.
11 T: 다들?
12 AS: 네.

(-)대전체가 대전된 검전기에 다시 접근할 때 금속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

해, 과학영재 학생들은 ‘척력’에 의해 금속박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대전체

가 중성인 검전기에 접촉하였을 때 활성화된 ‘대전’ 스키마가 작용하여 검전기가 (-)로 대전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전체가 다가올 때 척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학영재 학생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대전 스키마에 의해, 문제상황의 검

전기가 (-)로 대전되었다는 전제를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문제의 공유

발생한 상황은 과학영재 그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와 불일치한다. 이러한 불일치 

상황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 [그림 1]의 ③에서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검전기가 대전된 상태임을 증명한다. 이때 [그림 1]의 ④처럼 (-)대전체를 대전된 검전

기에 가까이 하면, 과학영재 학생들은 [그림 1]의 ②에서 검전기가 (-)로 대전되었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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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검전기의 금속박은 척력에 의해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 대전된 검전기에 (-)대전체가 가까이 올 때 전자의 이동에 대한 

        과학영재 학생들의 예상

하지만 예상([그림 2])과는 달리, [그림 1]의 ④~⑥처럼 (-)대전체를 점점 가까이 하면 금

속박이 오므라들었다가 더 가까이 가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검전기

([그림 1]의 ③)가 (-)로 대전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로 대전된 검전기에 (-)대전체가 

다가오는데 왜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 벌어지는가’를 문제로 설정하였다. 검전기가 (-)라고 

전제하고 (-)대전체가 다가옴에 따라 척력에 의해 전자가 아랫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

상하였으면, 예상과 현상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생성하는 것이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과학영재 학생들이 공유하였다는 증거는 이후 생성된 여덟 개의 가설이 모

두 이 문제에 대한 가설이라는 점이다. 가설 생성의 주체는 달랐지만 문제를 공유하였기 때

문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일 없이 그룹 구성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가설을 생성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2. 가설생성 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가?

가. 목표의 공유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생성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가설은 그룹 구성원 개인에 의해 서로 독립적이고 완결된 형태로 제안되었다. 이는 마치 가

설을 생성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사고의 영역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생성된 가설

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과학영재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

표를 공유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여덟 가지 가설을 생성된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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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a) 에보나이트 막대의 공기 중 방전 모형
(b) 에보나이트 막대의 유전분극 모형
(c) 금속박에 대한 에보나이트 막대의 직접적인 척력 작용 모형
(d) 도체처럼 작용하는 에보나이트 막대 모형
(e) 금속박의 상대적 전하량 비교 모형
(f) 유전분극된 유리병 모형
(g) 상대적으로 대전된 금속봉 모형
(h) 내부적 전기장 모형

[그림 3] (-)로 대전된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했을 때 금속박이 왜 오므라드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

(a)는 S1에 의해 생성되었고 에보나이트 막대의 전자가 공기 중으로 방전되어 상대적인 

(+)가 되었기 때문에 (-)로 대전된 검전기의 전자가 위로 올라와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는 가

설이다. (b)는 S2에 의해 생성되었고 에보나이트 막대가 유전분극되어 검전기를 향한 방향

이 (+)를 띠기 때문에 역시 전자가 위로 올라와 금속박이 오므라든다고 설명한다. (c)는 S2
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접근하는 에보나이트 막대가 금속박에 직접 척력을 작용하여 위에서 

누른다는 가설이다. (d)는 S4가 생성하였는데 에보나이트 막대의 전자가 손을 통해 빠져나

가 (+)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해 (-)로 대전된 검전기의 전자가 위로 올라와 금속박이 오므라

든다는 가설이다. (e)는 S2가 생성하였는데 금속박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최대가 될 때는 벌

어지고, 양쪽 금속박의 전하량이 같지 않으면 전기력이 최대보다 작기 때문에 오므라든다

는 가설이다. (f)도 역시 S2가 생성하였는데 검전기의 유리병이 유전분극되어 안쪽이 (+)를 

띠기 때문에 금속박을 어서 오므라든다는 가설이다. (g)는 S1이 생성하였는데, 금속박 사

이의 금속봉이 (+)를 띠기 때문에 금속박을 잡아당겨 오므라든다는 가설이다. 이는 S2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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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왜 오므라드는가’를 설명해야 함

수단 A
(가설 a, b, d)

상대적으로 (+)를 
띠는 대전체

수단 B
(가설 c,f)

금속박을 누르는 
외부적인 힘

수단 C
(가설 e, g)

전하량 차에 의한 
상대적인 힘

수단 D
(가설 h)

검전기 내부의 
전기장

S1이 제안하고 
S2와 S4가 공유

S2가 제안
S2가 제안하고 

S1이 공유
S3이 제안

전제
검전기는 (-)로 대전되었다

[그림 4] 목표에 대한 네 가지 수단의 공유 양상

성한 가설 (3)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금속박끼리의 전하량 차이가 아니라 금속박과 금속봉

의 전하량 차이를 설정하였다. (h)는 S3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검전기의 금속 내부에 외부 

전기장과 반대방향의 내부 전기장이 생겨 전자가 (-)대전체가 접근하는 방향으로 올라온다

는 가설이다.
이 가설들을 분석해보면, 과학영재 학생들은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올 때 금속박이 오므

라들었다 벌어지는 현상을 ‘오므라듦’과 ‘벌어짐’의 두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시도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큰 목표를 여러 개의 하위 목표로 나누는 전략인 수단-목표 

분석 전략을 사용하였고 나누어진 각각의 현상이 일시적 목표가 되었다. ‘왜 오므라드는가’
와 ‘왜 벌어지는가’라는 나누어진 하위 목표 중, 실제로 학생들이 설명을 시도한 것은 ‘왜 오

므라드는가’이다. (-)대전체를 가까이할 때 (-)로 대전된 검전기가 ‘벌어지는 것’은, 과학영재 

학생들이 이미 예측한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과학영

재 학생들이 공유한 목표는 (-)로 대전된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할 때 금속박이 ‘왜 오

므라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공유한 목표에 따라 개별적 가설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목표도달을 한 수단의 공유

설정한 목표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크게 네 종류로 나

누어 보면, 첫 번째는 에보나이트 막대를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인 (+)로 설정하여 인력에 의

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방법(수단 A), 두 번째는 금속박끼리의 척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

는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방법(수단 B), 세 번째는 금속박끼리, 혹은 

금속박과 금속봉의 상대적인 힘 차이 때문에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방법(수단 C), 네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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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내부의 전기장 설정(수단 D)이다.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가설은 모두 S2가 생성하였

고, 네 번째 방법은 S3만이 금속 내부 전기장을 가정하는 가설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

단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의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공유한 목표에 도달하는 각

각의 수단에 따라 생성된 가설을 나누어 보면 [그림 4]와 같다.
우선, 문제해결과정 초기에 생성된 수단 A에 해당하는 (a), (b), (d) 가설을 살펴보면, 에보

나이트 막대를 ‘상대적, 혹은 부분적인 (+)’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털가죽과 마찰한 

에보나이트 막대가 (-)로 대전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부정하

여 에보나이트 막대가 (+)로 대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대전

된 검전기에 가까이 갔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보나이트 막

대를 (+)라고 설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S1이 에보나이트 막대의 공기 중 방전 가설을 생성함

으로써 최초로‘상대적인’ 혹은 ‘부분적인’ (+)가 되는 상태를 발명하였다.

14 S1: 이게(에보나이트 막대의 전자) 지금 공기 중으로 방전되어 가지고요.
17 S1: 아까 전보다 (공기 중으로) 마이너스가 좀 더 들어와 가지고… (에보나이트 막대가) 전

부 다 델타 플러스가 됐어요, 얘(검전기)보다. (검전기는) 델타 마이너스고, 상대적으로 

얘(에보나이트 막대)가 플러스가 됐는데… 그러면은 (검전기의) 전자가 위로 올라와가

지고 전하량이 줄어들어요.

S2는 수단 A를 활용하여‘유전분극’이라는 조작자를 인출한 후 에보나이트 막대의 상대적

인 (+)상태를 만든다. 

59 S2: 이게(에보나이트 막대) 유전체라서 유전분극을 일으켜서 (검전기와) 떨어져 있을 때는 

플러스된 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속박이) 가까워졌는데 (에보나이트 막대가) 더 가까워

지면 대전된 거에 의한 게 더 커져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S4 역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도체의 성질을 갖는 부도체라는 가설을 통해 상대적인 

(+) 상태를 생성하였다. 

359 S4: 이게 에보나이트 문지르고 손으로 잡고 있다가 딱 댔잖아 . 손으로 잡고 있는 동안 에

보나이트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가 (손으로) 흘러나가는 효과가 큰 거 아냐?

즉, 문제해결과정 초기에 가설을 생성한 S1, S2, S4는 금속박의 오므라듦을 설명하기 위

해‘(-)이지만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인 에보나이트 막대’라는 비과학적인 수단을 발명

하여 이를 공유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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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A. 부분적이거나 상대적인 
(+)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

(a) 에보나이트 막대의 
공기중 방전

(b) 에보나이트 막대의 
유전분극 

(d) 도체처럼 
작용하는 막대

[그림 5] 수단 A: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인 에보나이트 막대가 다가옴으로 인해 

오므라든 금속박

다음으로, 상대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는 수단 C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그림 7]). 검전기가 대전된 이후에 (-)대전체가 가까이 갈 때는 검전기 총 전하량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금속박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아지면 금속박이 오므라들 것이라는 생

각이다. 전기력은 금속박 간의 전하량에 차이가 있으면 전체 크기가 작아지게 되므로 한쪽 

금속박 혹은 금속봉으로 전하가 더 몰리면 금속박이 줄어드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상태를 설명하는 가설은 (e) 금속박의 상대적 전하량 비교 가설과 (g) 상대적으로 대전

된 금속봉 가설이다. (e) 가설은 S2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397 S2: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든 가잖아. 그니까 여기 비슷하다고 여기 전하량은 같다

고 가정했을 때, 전체 전하량 Q가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이쪽에서 가면 이쪽으로 

쏠리고 가장 전위가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 이게 일정하다고 했을 때 받는 힘을 

하면 



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을 때 가장 크고 한쪽으로 쏠리면 더 작아질 수 있

잖아, 수학적으로.

힘의 크기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는 아이디어는 S1에게 영향을 미쳤

다. S1은 S2가 생성한 가설(e)를 보고, 상대적인 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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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518 S1: 이게, 니가 얘기한 게 이거([그림 6])야?
519 S2: 응, 합이 같은 게 한쪽으로 쏠리면 서로 간에 작용하는 쿨롱 힘이 약해진단 소리야 .

[그림 6] 가설 (e)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가설 (g)

수단 C. 상대적인 힘

(e) (g) 

[그림 7] 수단 C: 상대적인 힘 차이에 의해 오므라든 금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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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가 금속박 간의 전기력 차이를 보았다면 S1은 두 금속박과 금속봉 간의 차이에 의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05 S1: 상대적으로 얘(금속봉)는 여기(양쪽 금속박)를 이렇게 고 얘 두 개(금속박)는 이렇게

(금속봉을 향해서 안쪽으로) 미니까 상대적으로 얘(금속봉)가 플러스가 돼, 약간.

3. 가설평가 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가?

가. 평가기 으로서 제약조건의 공유

가설생성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구조에 따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한다. 문제와 목표는 공유하고 있지만 활성화되는 스키마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자신의 지식구조와 비교하게 된다. 
특히 지식구조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 것은 제약조건에 대한 인식이다. 제약조건이란 문제

를 풀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탑 문제에서 ‘한 번에 한 

개의 고리만 움직일 수 있다’, ‘작은 고리 위에 큰 고리를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에

서 명시한 제약조건이다. 하노이의 탑 문제가 잘 정의된 문제임에 반해,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은 일종의 빈약하게 정의된 문제(ill-defined problem)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가 스스로 

제약조건을 찾아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설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제약조건은 가설의 평가 기준이 된다.
학생들이 설정한 목표인 왜 금속박이 오므라드는가를 설명하는 수단들은, 같은 종류의 전

하끼리는 척력이 작용한다는 ‘쿨롱의 법칙’과 충돌한다([그림 8]). 즉, 이 수단들을 이용한 가

설들은 쿨롱의 법칙이라는 제약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쿨롱의 법칙이 제약임을 찾아서 이

를 받아들여야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중간단계를 포함한 가설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기각할 수 있다. 이 제약은 문제해결과정 중의 대화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게 된다.

[그림 8] 전자 이동방향의 전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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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문제해결과정의 초기에 금속박이 오므라든 상태일 때 전자가 금속판에 몰려 있

다고 표상하였다(statement 58).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체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금속판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statement 82).

58 S1: 여기(금속판) 전자가 몰렸네, 지금.
82 S1: 전자가 올라가네.

이러한 설명은 쿨롱의 법칙이라는 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

떤 특정한 지점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도(statement 190), 
대안을 찾지 못한다(statement 191, 192). 

190 S2: 왜 그러면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맞나? 전자의 이동, 
순수히 전자의 운동 때문에 저게 그렇게 된 건가?

191 S1: 그게 아니면, 그거 외에는 힘이 없잖아.
192 S2: 전자가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면 모르는 다른 힘이 있는 건데 아마 이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해야 돼.
193 S3: 올라가려면 어쨌든 힘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대전체가 다가올 때 검전기의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일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전

기가 (-)로 대전되었다는 전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이론적으로 ‘검
전기는 (-)로 대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statement 352),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는 않는다. 검전기가 (-)로 대전되었다는 전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전자의 역행이 문제가 된다(statement 379).

352 S1: 애초에 근데 전자가 가는 방향은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여

기(검전기) 플러스로 됐어야 해.
379 S2: 근데 전자가 밑으로 가야되는데 왜 위로 올라오지? 

(-)대전체가 검전기에 다가오는 것을 쿨롱힘 혹은 전기장이라는 개념자원을 이용하여 사

고실험하면 전자의 이동방향이나 힘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대화가 

진행될수록 학생들도 점점 전자의 방향은 일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tatement 
426).

418 S1: 아래쪽(금속박)에 전기장 더 세지면은 어떻게 되지?
426 S2: 전자가 항상 내려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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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결과의 공유

학생들은 전자가 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합의에까지도 도달하였다(statement 
438). 이에 따라 전자의 이동방향에 전환점이 있다는 중간단계 설정의 비정합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생성된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430 S2: 근데 전기장이 약한 거랑 움직이는 방향이랑 관계가 있나?
438 S3: 얘(에보나이트 막대)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도체 내부에 이런 쪽(금속박에서 금속판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지, 니 말대로. 그럼 전자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평형을 

이룰 테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이유가 모르겠어.

제약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한계를 가지는 비정합적인 가설이 수용되고 이는 오개념으로

서 자리잡게 되었을 수도 있다. 논의 과정을 통해 가설들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제약을 만족

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이 제약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생성된 가설의 한계를 인식하

고 그 가설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V. 결론  제언 

이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가 문제해결과정에서 무엇을 공유하는지 알아보았다. 과학영재학

생들은 문제발견 단계에서 전제와 문제를 공유하였다. 가설 생성 단계에서 하나의 가설을 

내는 것은 개인이지만,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그

룹이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만족하여야 하는 제약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평가 단계에서는 제약조건을 찾아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설정

한 목표의 오류를 인식하고 가설을 기각하게 되었다. 이는 제약을 만족하지 않은 잘못된 가

설이 수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망의 공유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은 초

기에 설정한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전제와 문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설생성과 

평가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역시 전제와 문제,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제약조건과 평가결과를 공유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과학영재는 협업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체의 정신모형에 기반하여 가설을 생성,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그룹이 공유함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구성원이 문제해결에 기여한 작은 부분들이 모여 해결을 향해 나아갔다. 이
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이는 결국 개인이 스스로 자신들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지식을 창

출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자발적인 개념변화는 영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내어 놓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평

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적 협력을 경험하는 것은 지식생성의 주체가 

될 영재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영재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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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고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개념변화는 영재교육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은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하는 교육적 효과

가 있으며 문제해결에서 개인의 사고로 해결에 한계가 있을 때 창의적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구조의 생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안내를 전제로 한다. 지식 공유의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때 

교사의 개입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문제해결과정을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교사의 개입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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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hat is Shared i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Process 
of Scientific Gifted Students?

Ji Won, L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ung Bog,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llective intelligence has been focused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creating 

knowledge. In order to solve a problem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collaborative works 

sharing information are required.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what informations 

are shared while 4 science gifted students are asked for scientific explanation to the 

problem which is cognitive conflict. They have shared presupposition and problem in 

stage of problem finding, aims and means of problem solving in stage of setting up 

hypotheses, and constraints for evaluation and results of evaluation in stage of 

hypotheses evaluation. Our research tells that group can create knowledge through 

sharing information and make a change of their concepts. Our foundation of these 

spontaneous conceptual change gives an implication for gifted education.

Key Words: Collective intelligence, Scientific gifted, Problem solving, Group creativity, 

Sharing

1차 원고 수: 2013년 12월  2일

수정원고 수: 2013년 12월 30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