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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母)학문이 가지는 본성은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접

한 관계를 가진다. 특정 교과의 배경이 되는 학문들은 그 배경이나 

교육적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문이 가지는 특성들이 

교과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때 더 나은 교과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Lee, Lee & Jang, 1996). 학문의 본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이 변화할 수 있고, 여기에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이 함께 반영되면서 해당 교과의 위상

이나 정체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의 본성, 즉 지식의 

내용과 체계, 탐구 방법 등을 교과에 잘 반영하여야 해당 교과의 위상

과 발전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경우는 과학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철학자, 과학역사

가, 과학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서 과학의 본성

에 관해서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들 전문가가 속한 각 분야의 학문적 

입장에서 과학을 조망한 결과들로부터 도출되는 ‘과학에 대한 메타지

식(meta-knowledge)’을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이하 NOS)’
이라고 한다(Clough, 2011). 그러나 과학의 본성(NOS)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다 보면 과학을 엄격하게 정의하거나 정확한 경계 조건을 제시

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과학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 관점의 한계이다. 즉,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것(관찰, 
실험, 모델링, 검증 등)과 과학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분야들(물
리, 화학, 생물학,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 등)을 고려할 때, 과학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들을 특징짓는 것은 과학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담

아내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Irzik & Nola, 2011a). 또한, 
실재론자, 경험주의자, 구성주의자, 페미니스트, 다문화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스트 등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지닌 전문가 집단의 서로 다른 견해

들을 수렴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Irzik & Nola, 2011a). 
따라서 많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과학의 본성(NOS) 내용 요소의 합의

를 추구해왔다. 이를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합의 관점(consensus view 
of NOS)’이라고 한다(Chang, Y. H., Chang, C. Y., & Tseng, 2010).

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의 결과들이 

과학의 본성(NOS) 개념화 방식에 반영됨에 따라 과학의 본성(NOS)
의 개념이 변화해 왔고, 현재 과학의 본성(NOS) 내용으로 무엇을 

과학과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여전히 여러 가지 

지구과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방법 제안 
-현상학적 접근 및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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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요소들이 있다(Cho, Kim, & Choe, 2018). 과학의 본성(NOS)
에 대한 합의 관점을 비판하는 견해들 가운데 하나는 과학의 본성

(NOS) 요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 과학에 대한 매우 협소한 특성과 

단면적인 이미지만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Irzik & Nola, 
2011a). 특히, 과학 탐구나 과정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

라도 21세기 과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Dagher & 
Erduran, 2016; Hodson, 2009, 2014; Kampourakis, 2016)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편적인 과학의 특성 요소를 포괄하고자 했던 과학

의 본성(NOS)에 관한 합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영역 특이적이거나 

맥락 특이적인 측면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관점에는 

과학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분야별 차이점, 즉 영역 특이성이나 과학

지식 생성 방법의 다양성, 역동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현대적 탐구 

본성이 누락되어 있다(Cho, Kim, & Choe, 2018).
오늘날 인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능정보사회’로 문

명사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를 통해 생성ㆍ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

능(AI)을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을 경제ㆍ사회ㆍ삶 모든 분야에 보편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할 수 있다

(Related ministries, 2016; Sung & Hwang, 2017). 이와 같은 변화는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NIA, 
2018; Son, 2009). 또한, 융복합이라는 흐름 안에서 학문 간 경계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

가 해체되어 새로운 지식 영역이 형성되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 세계

가 융복합되면서 학문의 지도가 변하고 있다(Lee, 2008). 실제로 학문 

간 경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지과학, 생명공학, 뇌 과학 

등 다양한 학문 간의 결합을 시도하는 융합학문들이 생겨났으며, 이
러한 추세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Lee, 2008). 이러한 학문영역의 변화

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간 융복합 시도는 물론이고, 
새로운 교과목이 등장하는 등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Park & Lee, 2013). 융복합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한 지금, 
시대에 맞는 지구과학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구과학의 본성에 관한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적합

한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

은 현상학적 접근 및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활용하여 지구과학의 본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Ⅱ. 지구과학의 본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개괄

지구과학의 본성을 연구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이전에, 지구과학의 

본성이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출발점으로 삼았다. 
지구과학의 본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

다. 첫 번째는 학문적 정체성이나 교과목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의 본질적 속성을 지구과학 교육에 반

영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본성 연구의 한계점으로 영역 

특이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구과학 영역에서 

과학의 본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Breslyn & McGinnis, 2012; 
Choi, 2012; 2016; LaDue, Libarkin, & Thomas,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첫 번째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구과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지구과학 탐구 방법의 주요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는 귀추법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Kim, C.-J. et al., 2005; Kim, H.-J. et al., 2018; Lee & Kwon, 2010; 
Oh, 2006; 2018; Oh, & Kim, 2005). 이 연구들은 교육과정에 지구과

학의 본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구과학의 본성이나 특성 및 특징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들을 찾아 

살펴보고 지구과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지구과학의 ‘본성(nature)’이 아닌 

‘특성/특징(features; characteristics)’이라는 용어로 결과를 정리한 점

이다.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지구과학의 본성 자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특징’, ‘특성’, ‘본질(본질적 

속성)’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과학의 본성(NOS)에서 다루는 범주 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구과학

의 특성이나 본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과학의 본성(NOS) 
범주는 하위 범주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Matthews (2012)가 사용했던 ‘과학의 특성(Features of 
science)’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구과학의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Matthews (2012)는 과학의 보편적이고 필수적

인 측면만을 다루기보다는 다면적이고 이질적인 측면의 전반적인 과

학의 특징을 포괄하고자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Table 1에서 분석한 결과를 모두 포괄하는 데에도 ‘본성’보다는 ‘특
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

여 사물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볼 때, 어떤 대상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Oh & Kim, 2005).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domain-general) 특성과 영역 특

이적인(domain-specific) 특성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able 1의 특성들은 지구과학의 세부 영역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점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탐구 실행 방법’ 범주에서 ‘미래의 예측을 중시’한
다는 특성은 대기 과학에 해당되고, 과거의 ‘역사적 과정을 규명’한다

는 특성은 천문학이나 지질학의 일부 영역에 해당된다. 미래 예측과 

역사 규명은 시제에 있어 서로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각각은 

모두 지구과학에 속해 있는 세부 영역의 특성이므로 공통된 특징과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된다. 그런데 조사한 문헌

에 따라서는 지구과학의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특성임을 명시한 경우

(An et al., 2006; Sin et al., 2006)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Oh & 
Kim, 2005)도 있다. 그 예로, Oh & Kim (2005)는 지구과학 ‘탐구의 

목적’을 “역사학적(historical) 탐구와 인과적(causal) 탐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지질학 분야를 대상으로 도출한 탐구 목적이어서 

지구과학의 다른 분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니다. 
세 번째, 과학의 본성(NOS)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의 구조’라는 

범주가 지구과학의 특성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An et al. (1989)
는 특히 개념 구조 안에서 ‘역사성’을 다룬다는 점이 “본래 지구과학

이 타과학과 다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구과학의 각 분야를 

구성하는 천문, 기상, 해양, 고체지구 등은 모두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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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분화된 결과이며 따라서 현재의 지구과학을 보는 견해도 변화, 
진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지구과학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

(An et al., 1989, p.132)라고 강조하면서 지구과학의 개념 구조를 

1) 지구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보아 귀납적(inductive), 연역적(deductive), 그
리고 귀추적(abductive)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Engelhardt & Zemmermann, 
1982), 이 중에서도 귀추법(Abduction)은 지구과학의 본질적 속성에 잘 부합

하는 탐구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Oh & Kim, 2005, p.611).

Figur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Finley (2011), Libarkin et al. (2005), Lee (2003), 

Libarkin & Kurdziel (2006), Selles-Martinez (2004), Woo & Lee 
(1992)의 연구에서는 지구과학의 탐구 대상을 인식하는 ‘존재론적 

관점’에 대하여 “시스템 존재론(System ontology)”, “시스템의 관점”, 
그리고 “대상을 분절하지 않고 전체로서 대상을 이해” 등의 내용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전 분석을 통해 지구과학의 본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특성

들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구과학의 본성에 

접근하는 방법 측면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간의 관계

에 있어 체계성이나 정교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의 본성

(NOS)을 상세히 기술하려는 시도에서의 한계점과 같이, 여전히 ‘지
구과학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역시 그 하위 영역으로 

천문학, 지질학, 대기 과학, 해양 과학 등과 같은 고전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자연 재해 분석/예측(Nature Disaster Analysis/Forecast), 극지 
과학(Polar Science), 천문우주 관측 기술(Astro-Space Observation) 
등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역들이 많다(MSIT & 
KISTEP, 2018).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과학자들의 활동 

과정, 목표와 가치, 방법론,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 그리고 사회ㆍ제

Figure 1. Structure of concept in earth science
(modified from An et al., 1989, p. 132) 

범주 특성/특징 출처

탐구 목적

ㆍ역사학적 탐구, 인과적 탐구

ㆍ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 재구성

ㆍLaudan, 1987; Oh & Kim, 2005 재인용

ㆍEngelhardt & Zimmermann, 1982; 
Selles-Martinez, 2004

탐구 대상

ㆍ대상의 다양성

ㆍ거대한 시ㆍ공간적 규모

ㆍ접근 불가능성, 통제 불가능성, 복잡성

ㆍ자연 환경 및 경험 중심

ㆍChoe & Shin, 1994
⋅Choe & Shin, 1994; Lee & Kwon, 2010; 

Woo & Lee, 1992
ㆍLee & Kwon, 2010
⋅Choe & Shin, 1994; Mayer, 1995; Shin, 

2000 재인용

ㆍ(대기 과학의 경우) 대상의 연속된 흐름과 변화 중시 ㆍAn et al., 2006

탐구 과정

⋅귀추법1)

ㆍ귀추적 탐구(복수 작업가설의 방법)
ㆍ논리적 추론 방법, 해석적 방법, 역사적 방법

ㆍOh & Kim, 2005
ㆍOh, 2018
ㆍKim et al., 2005

탐구 실행 방법

ㆍ실제 조작의 어려움 또는 불가능

ㆍ영역에 따른 관찰 기술의 차이(예, 지질학과 천문학)
ㆍLee & Kwon, 2010
ㆍIrzik & Nola, 2011a

ㆍ(대기 과학의 경우) 정확한 측정과 반복적인 관찰, 측정 기기의 중요성 강조, 
연속된 흐름 관측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 역사적 과정의 

규명보다는 미래 예측 중시

ㆍ(천문학과 우주론의 경우) 실험 불가능

ㆍAn et al., 2006

ㆍIrzik & Nola, 2011a, 2014

학문 간 및 학문 

내의 관계성

ㆍ다른 과학 영역과의 연결

ㆍ천문학, 지질학, 해양학, 기상 등을 교과의 성격으로 통합

ㆍ물질 과학, 생명 과학, 우주 과학 등을 묶는 통합자

ㆍAn et al., 1989
ㆍChoe & Shin, 1994
ㆍShin, 2000; Woo & Lee, 1992

사회와의 관계 ㆍ인류 문제의 사회적 측면 중시(기후변화, 환경, 자원, 에너지, 우주/해양 개발 등) ㆍChoe & Shin, 1994; Lee, 2003

개념의 구조

ㆍ역사성, 상호작용, 변화, 원리를 중심으로 하위 개념들을 통해 다른 과학 

영역과 연결

ㆍ인과 관계, 역사성, 지역성, 공간성, 시간성 중시

ㆍAn et al., 1989

ㆍWoo & Lee, 1992

지식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

ㆍ시스템적 관점

ㆍ분절하지 않은 전체로서 대상 이해

ㆍ시스템 존재론(System ontology)

ㆍLee, 2003
ㆍWoo & Lee, 1992
ㆍFinley, Nam, & Oughton 2011; Libarkin et al., 

2005; Libarkin & Kurdziel, 2006; 
Selles-Martinez, 2004

과학지식 및 

인식의 변화
ㆍ(천문학의 경우) 이론과 관측 사실의 유기적 관계 중시 ㆍSin et al., 2006

Table 1. Features of earth science in previous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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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측면의 여러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또 그 내부의 복잡성 또한 Table 1과 같은 단편적인 특성들로

는 담아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지구과학의 본성을 찾으

려고 하면,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접근에서 그러했듯이 지구과학

의 실제적인 본성을 알기보다는 지구과학의 여러 하위 영역들의 공통

점을 찾는 시도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구과학 내에 고정된 본성이 존재한다

고 보는 실재론적, 객관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적 관점

의 견해들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사회, 경제, 문화 

및 학문의 지형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관점을 반영한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방법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구과학의 본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로, 지구과학 교육, 과학철학, 현대 철학 등 관련 분야의 문헌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과학의 본성에 대한 탐구 방법으로서 현상학적 접근

과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분석하였다. 현상학

적 접근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한 문헌은 An (2013), Cheong (2004), 
Denzin & Lincoln (2017), Kim et al., (1999), Kwak (2019), Lee 
(2017), Seol (2016), Shin, C.-S. (2009), Shin, S.-K. (2004), Yoo 
(2015) 등이다. 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지구과학의 본성 탐

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Dagher & Erduran (2014, 2016), 
Eflin, Glennan, & Reisch (1999), Erduran & Dagher (2014, 2016), 
Erduran, Kaya, & Dagher (2018), Hacking (1996), Irzik & Nola 
(2011a, 2011b, 2014), Kaya et al. (2017, 2019), Needham (1975) 
등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가.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20세기 초 실증과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한 현상학을 철학적 토대로 발전한 질적 연구 유형 중 

하나이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학문의 패러다

임 변화가 반영되어 질적 연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 교육, 간호, 복지, 행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술적 글쓰기

와 직관적 이해를 중시하는 질적 연구 형태가 확산되어 왔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양적으로 증가하는 연구 유형 중 하나가 현상학적 

연구이다(Yoo, 2015). 
현상학적 접근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의 등장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실증과학에 대한 반

성적 성찰을 하면서 등장하였다(Kwak, 2019). 20세기 초 유럽 학계에

는 과학적 실증주의의 이원론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당대의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은 유럽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현상학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에서 실증과학으로만 규

정된 근대인의 배타적 세계관에 의해 이룩된 ‘번영’에 사람들의 눈이 

멀었으며 학문을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들만을 나열하는 지루한 사실

학(事實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하였다(An, 2013). 그가 당대에 

요구하려 한 것은 인간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과학,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에 토대를 둔 과학이었다(An, 2013). 
그는 자연과학으로 대표되는 객관적 학문이 ‘생활세계(Lebenswelt)’
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객관적 학문과 ‘생활세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

였다(An, 2013). ‘생활세계’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무언가로 규정

하기 이전의 세계, 의식의 지향성을 배제한 세계, 즉 우리가 몸으로 살아

가는 삶, 생활 자체를 가리킨다. ‘생활세계’에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

고 의미를 부여하여 규정을 하면 이론적인 세계, 학문적 세계가 성립

된다. 즉, 생활세계는 이론적, 학문적 세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생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체험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후설의 생

활세계 현상학이다(Kwak, 2019). 현상학에 관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과학과 현상학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Kwak, 2019). 
객관적 학문으로서 자연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진리를 인간의 체험

이 아닌 과학의 이론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즉, 자연과학은 

지식을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실증주의의 실재론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며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한다(Cho, 2004). 이러한 자연

과학적 태도에 따르면 객관적 학문은 의식과 대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이원론에 빠져 이념과 경험, 즉 학문적 이념세계

와 ‘생활세계’ 사이의 긴장을 유발한다(Cheong, 2004). 수나 양의 개

념, 기하학적 도형, 그래프, 운동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 물리학적 개

념들은 땅, 나무, 돌, 사람, 동물 같은 생활세계의 대상과 일상적 삶을 

고도로 추상화하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다. 
이념세계가 점차 ‘생활세계’를 떠남으로써 자연과학과 실증주의는 위

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후설의 비판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은 직

관적으로 경험되는 생활의 환경세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학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학자 또한 자기 자신을 부여하는 환경세계를 끊임없

자연과학 현상학

ㆍ객관으로서 사실에 관한 학문

ㆍ과학적 세계(이론적, 추상적 세계, 삶에서 떠난 세계)를 탐구함

ㆍ객관적인 실재의 존재를 상정함

ㆍ주관 - 객관을 분리함(이원론적 사고방식)
ㆍ인식론적 단절을 통해 체험을 초월하여 현상세계 너머의 본질을 찾으려 함

ㆍ불변의 보편성과 본질을 포착하고자 함

ㆍ생활세계를 추상화하여 특정한 핵심개념(질량, 에너지, 힘, 속도, 방향 등)으로

바꿈

ㆍ본질(주체의 의식 내에 들어 있는 대상의 본질)에 관한 학문

ㆍ생활세계(모든 세계 - 물리세계, 종교세계, 예술세계 등 -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를 탐구함

ㆍ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의 존재한다는 관점

ㆍ‘객관’이라 불리는 세계가 사실은 인간이 현상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존재한

다고 봄

ㆍ생활세계에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를 찾으려고 함

ㆍ생활세계에 대한 의식의 작용에 따라 물리세계, 종교세계, 예술세계 등이 

존재한다고 봄

Table 2. Comparison of natural sciences and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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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학문이라는 것 또한 일상적 태도

와 단절되지 않고 연관될 수밖에 없다(An, 2013).
현상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는 ‘상호주

관성(inter-subjectivity)’이다. 오랜 시간 동안 철학사에서 인식론

(epistemology)의 테마가 되어 왔던 문제는 주체(subject)와 대상

(object), 주관(subjective)과 객관(objective)의 문제였다. 실재론(realism)
은 대상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속에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입장으

로, 과학적 실증주의의 기반이 되는 인식론이다. 반면, 관념론(idealism)
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주관적인 관점이다. 한편,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본질이 

현상(現像)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고 

여긴다(Kwak, 2019). 이때 현상이란 눈앞에 나타난 물질에 대한 감각

적 현상이 아닌 주체의 의식작용(noeisis)을 통해 드러난 현상(Hyle)
이며, 현상학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 구성된 의미(noema), 즉 본질을 

읽어낸다. 이렇게 대상과 주체가 서로를 향하는 의식의 상호작용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라고 한다. 예컨대, 책상을 인식하는 과

정에 대해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실재론적 인식론에서는 책상이

라는 실재가 존재하며 그 본질을 인식한다고 여긴다. 반면 관념론적 

인식론에 따르면 단지 책상이라고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있을 뿐, 책
상이라는 실재와의 연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상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본질을 바로 책상이라고 인

식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현상들을 의식이 지향하는 바대로 파악

하여 책상이라고 인식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갈색, 나무, 넓은 판과 

막대, 서랍 등의 상이한 현상들과 과거의 경험을 종합하여 책상이라

는 의미를 도출한 것이다(Figure 2; Seol, 2016).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책상이 아니라 서랍과 막대 위에 놓인 넓은 나무판인지도 모른다. 보여

짐(현상)과 보여지는 것 자체(사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보여짐

은 의식의 상호작용, 즉 주관에 의존된다(Cheong, 2004).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에서 연구의 주제나 대상은 연구자가 인식한 

어떤 현상이며, 연구 대상을 통해 수집한 자료 역시 참여자들이 인식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은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며 현상을 

대하는 주체들은 상호주관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의 현상들을 인식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현상의 상호주관성이

라는 연구 대상의 본질에 적합한 방법론적 발전의 결과이다(Lee, 
2017). 그러므로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현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

고자 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 대상과 수집한 자료들을 

고정적이고 양적인 구성단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추상적이고 통계

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이고 친숙한 생활세계를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

며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

(Yoo, 2015; Kim et al., 1999). 현상학적 연구자는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합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연
구 대상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을 할 수 있다(Kim et 
al., 1999). 즉,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상의 의미와 본질

을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면서 귀추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이다.
자연과학적 관점과 대비되는 현상학적 접근의 특징과 장점으로부

터 과학의 본성(NOS) 연구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과학은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학문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으

로서 과학의 본성(NOS)을 연구할 때, 자연과학적 태도로 접근하면 

객관성과 보편성에 치중한 나머지 생활세계를 떠난 결과들을 도출하

게 된다.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합의 관점이 선언적이고, 보편적

인 특성들을 나열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객관

과 이론에 의존한 추상적 세계가 아닌 본질과 생활세계에서 출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은 과학의 본성(NOS)을 

연구하기 위한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경우, 

대상을 인식하는 각기 다른 주체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본성을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합의 관점이 과학에 대해 매우 협소한 특성과 단면적인 이미지만 전

달하게 되었다는 비판에도 잘 나타난다. 고정된 본성, 보편적인 본성

을 찾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객관주의적 사고방식에 얽매일 경우, 과
학의 본성(NOS)에 대한 논쟁에서 제기된 ‘경계의 문제(Irzik & Nola, 
2011a)’처럼 일반적인 학문의 범주에서 과학의 경계를 찾는 것은 어

렵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편적인 특성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학문 간 경계와 구획을 찾기보다

는, 직관적으로 드러난 감각적 현상들을 편견 없이 수집하고 종합하

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서 드러나는 과학의 다면적인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나.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방안

현상학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방법을 적용하

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는 현상학 자체에 대한 이해의 난해함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근본적 태도 변경 및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

적 접근의 강점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상대주의적 진리관

을 포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Shin, 2009).
현상학적 접근은 현상 확인, 연구의 구조화, 자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Kim et al., 1999). 지구과학의 본성

을 탐구할 때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주체가 경험을 

통해 인식한 지구과학의 특성들’이 바로 현상이 된다. 지구과학이라

는 학문을 경험하는 개별 주체들은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각자의 현상

을 지각하게 된다. 연구 구조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구과학의 세부 
Figure 2. Comparison of Realism, Ideology and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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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영역들, 혹은 지구과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학문의 특

징을 어떻게 조사할지 정하고, 이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선정하여 그들이 말하는 학문의 구조와 체계, 방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를 사용할지,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분석법을 적용할지 등을 구조화한다. 그 후, 연구

를 실행하면서 문헌, 보고서, 면담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후 결과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연구방법의 한 축으

로, 지구과학 분야의 학자나 교육자들, 지구과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경험 속에서 인식한 지구과학의 특성을 자료

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연구의 목표는 그러한 경험과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의식의 지향성(상호

주관성) 구조까지 파악하는 것이다(Yoo, 2015). 그러기 위해서는 연

구자가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 태도로 재단하거나 그 현상을 설명하는 

자명한 불변의 진리가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자연과학적 태도의 한계

를 벗어나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경험에 따른 통념, 전제, 인과관계

적 논리를 미리 드러내어 현상 자체가 드러내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개방적이고 민감한 태도로 현상에 다가가야 한다(Yoo, 2015). 
이를 판단중지(Eoché)라고 하며, 이론적, 자연주의적 태도로 인식하

던 기존의 생각들을 괄호 속에 묶어 일단 보류하는 괄호치기

(bracketing)를 통해 현상에 대한 고유한 특성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

하다(Yoo, 2015).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어떤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민감성과 통찰력의 원천이 될 수 있

는 연구자의 선경험이나 선지식과 미해결 욕구나 감정 혹은 강박적인 

사고의 틀을 분별하기 위해서 개방적 태도가 요구된다(Lee, 2017). 
심지어 문헌 검토에 나타난 결과에서 오는 연구자의 선입견 역시 연

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각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풍부한 배경 

지식과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민감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연구 전반의 과정에 삼각검증을 적용하고 

끊임없는 성찰을 동반하는 것도 중요하다(Denzin & Lincoln, 2011).

2. 과학의 본성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이하 NOS-가족유사성2) 접근)

을 활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가족유사성3)은 어떤 대상이 가진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드러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족유사성은 ‘가족유사성 기반 NOS(Irzik & Nola, 2011a)
에서의 가족유사성’으로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가족유사성’과 구분하기 위

해 ‘NOS-가족유사성’으로 표기한다.
3)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란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통해 어떤 대

상에 대한 고정된 의미를 규정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제안한 개념

이다. 흔히 어떤 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때, 지시하는 그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구분할 수 있는 고정적인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Shin, 2004). 이것은 주로 

전통적인 철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본질이란 대상에 

내재해 있으며,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가령,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을 벽돌로서 다른 대상과 구분하는 불변의 속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론적인 전통철학자들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분석해보면 의미의 본질이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Shin, 
2004). 공사장의 벽돌이나 시위 현장의 벽돌과 같이 다만 ‘사용’에 의해 언어

가 규정되는 상황이 있을 뿐이다(Kwak, 2009).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본질

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벽돌을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가족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유사성이란 어떤 

대상(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면서도 서로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내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실제로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철학자에 

의해 가족유사성 개념이 사용되었다(Eflin, Glennan, & Reisch, 1999; 
Hacking 1996; Irzik & Nola, 2011a). Irzik & Nola (2011a)은 가족유

사성 접근(Family resemblance approach)을 NOS에 적용하여 과학철

학적 ‘가족유사성 기반 NOS’를 제안하였으며, 이후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를 개발하거나 과학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등 관련 연구들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Erduran & Dagher, 2014; 2016; Erduran, 
Kaya, & Dagher, 2018; Irzik & Nola, 2011a; 2011b; 2014; Kaya 
et al., 2017; 2019).

가. 가족유사성 접근을 활용한 과학의 본성(NOS) 연구

가족유사성 기반 NOS(Irzik & Nola, 2011a)에서 가족유사성의 정

의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닮을 수 있지만 다른 면에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특징

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닮음에 근거하여 가족을 형성할 

것인가이다(Irzik & Nola, 2011a; 2011b; 2014). 예컨대 카드 게임, 
체스 게임, 스포츠 게임 등과 같이 다양한 맥락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

므로 완벽하게 모두를 꿰는 게임의 본질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각 

게임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즉, 게임에 

대한 고정적이고 관념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게임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게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게임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 유사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류학자 Rodney 
Needham (1975)이 제안한 “polythetic 모델”을 살펴보면, 각각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대상 A, B, C, D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은 서로서로 일부 특성들을 공유한다(Needham, 1975; Figure 3). A와 

B는 a, b c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B와 C는 b, c를, C와 D는 c, 
g를 공유한다. 특성 d, e, h는 어느 한 대상만 가지는 것으로 대상들 

간에 서로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다. 따라서 A, B, C, D 간의 가족유사

성(FRA,B,C,D)은 각 대상이 가진 특성의 교집합의 합집합인 {a, b, c, 
f, g}가 된다(FRA,B,C,D = (A∩B)∪(B∩C)∪(C∩D)∪(D∩A) = {a, b, 
c, f, g}). 즉, 일부 대상들 간에 공유하는 특성들을 모두 종합한 것이 

가족유사성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이 4개의 대상은 일종의 ‘가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특성 c는 모든 대상 간에 공유하는 공통의 특성이다. 그러나 

특성 c가 4개의 대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서 정의할 수 있는 ‘고정

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모든 ‘게임’이 적어도 

Figure 3. Diagram showing family resemb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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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또는 육체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활동’이라는 특성은 c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게임에 대한 정의가 

아니며, 게임을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다. 버스

를 타거나 일하는 것과 같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아닌 것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Irzik & Nola, 2011a). 이와 같이, 사물들의 

집단(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특성은 아니더라도, 구성원 중 

일부가 서로서로 공유하는 많은 특성들(polythetic)로 가족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가족유사성 접근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NOS)에 관해 연구한 동

향을 제시하면 Figure 4와 같다.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위한 범주들은 점차 다양해졌다(Figure 4 

참조). 이와 같은 범주들의 교집합을 활용하여 과학의 본성(NOS)에 

접근하는 경우, 합의 관점에 비하여 더 포괄적이며, 실제로 합의 관점

에서 열거하는 모든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Irzik & 
Nola, 2011a). Figure 4에 나타난 Irzik & Nola (2011a)의 예에서 ‘목표

와 가치(aims & values)’ 범주와 ‘활동(activities)’ 범주의 교집합을 

통해 ‘검증 가능성’과 ‘경험 또는 실험’의 공통적인 특성인 과학의 

‘경험적 본성(empirical nature)’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산출물

(products)’, ‘과학의 방법과 방법론적 규범(methodologies & methodological 
rules)’, 그리고 ‘활동(activities)’ 범주의 교집합에서 ‘이론과 가설’, 
‘다양한 방법’, ‘실험을 통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탐구(critical inquiry)’와 같은 새로운 본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밖에도 ‘산출물’ 범주에 있는 ‘과학적 지식’에 ‘비판적 탐구’
를 적용함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reliability & objectivity)’을 얻을 

수 있고, ‘산출물’ 범주에 있는 ‘자료와 이론’과 ‘방법론’의 교집합에서 
‘상상력,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imagination, ingenuity & creativity)’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합의 

관점에도 속하는 본성이다(Figure 4).
또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해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범주로 인지-인식론적 시스템, 사회-제도 시스템 

등을 추가하였고, 그 하위 범주들도 새로이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경계의 문제

(Irzik & Nola, 2011a)’라고 하는, 기존의 과학의 본성(NOS)에 관한 

여러 관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시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유사성을 도입함으로써 다면적인 과학의 

본성(NOS)을 더 잘 포괄하게 되었다(Erduran & Dagher, 2014; 
Dagher & Erduran, 2016, 2017; Kaya et al., 2019).

다음은 Irzik & Nola (2014)가 과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학문영역

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설명한 것이다. 

데이터 수집, 추론, 실험, 예측, 가설-연역적 검증 및 맹검 무작위 대조법

(blinded randomized trials)을 각각 D, I, E, P, H 및 T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고려한 (과학의) 세부 영역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천문학 = {D, I, P, H}; 입자 물리학 = {D, I, E, P, H};

지진 과학 = {D, I, P’, H}; 의학 = {D, I, P”, E, T}.

여기서 P’와 P”은 표시된 대로 예측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4가지 

분야 중 어느 것도 6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다수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Irzik & Nola, 2014, p. 1013)

기존 접근들은 세부 영역의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과학을 구성하는 개별 학문영역(discipline)에 대한 이해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녀왔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유사성 

접근을 과학의 본성(NOS)에 적용하면, 과학 안의 세부 학문영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agher & Erduran, 2014; 2016; 
2017; Irzik & Nola, 2014). 또한, 과학을 구성하는 개별 학문영역이 

변할 경우, 과학의 본성 (NOS) 역시 변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과학

의 본성(NOS)을 전제하지 않는 현상학적 접근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Figure 4. Change of family resemblance categories and examples (Irzik & Nola, 2011a) of the family resemblance approach to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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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활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방안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에 적용하는 한 가

지 방법은 Irzik & Nola (2014)의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으로 지구과학

의 세부학문 또는 관련 학문영역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

여 가족유사성을 찾고, 이들을 종합하여 본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학문영역들 중, 지질학/고생물학, 

대기과학, 천문학에 대하여 NOS-가족유사성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데이터 수집(D), 데이터 분류(C), 모델링(M), 추론(I), 예측

(P), 귀추적 탐구(II), 측정기기 중요성(m)을 각 영역에 대해 표현한다. 
그리고 지구과학의 세부 영역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지질학/고생물학 = {D, C, I, II}, 대기 과학 = {D, M, I, P, II, m},

천문학 = {D, C, M, I, P, II, m}

이와 같이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취함으로써, 지구과학의 일부 

영역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영역 일반적인(domain-general) 특징

과 각각의 영역이 가지는 영역 특이적인(domain-specific)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과학이나 환경 과학, 
그리고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역들을 추가해가면서 

각 영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1차적으로 

도출한 지구과학의 특성들을 적절한 범주로 묶고 그들 간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얻어낸다면 새로운 차원의 범주 또는 본성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실제 연구에 이를 적용할 경우, 지구과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학문영역과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가 연구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지구과학의 영역으로 고려할 학문영역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리

고 각 학문영역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구과학의 본성

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이점은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한 지구

과학의 본성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현상학적 접근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지구과학의 본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버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과학의 본성 관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미래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과학의 본성 탐구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

고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구과학 본성 탐구에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구과학에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청에 따라 본성 

자체가 유동적인 것임을 전제로, 직관적으로 드러난 감각적 현상들을 

통해 지구과학의 다면적 특성을 편견 없이 모두 수집, 분석하고 종합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에서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

으로,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적용한 지구과학의 본성 탐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해,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는 

다양한 (지구)과학의 영역들이 서로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을 조합함으

로써 과학의 본성(NOS)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지구과학

의 본성에 적용하면 지구과학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domain-general) 특성과 영역별로 특수한(domain-specific) 특성을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현상학적 접근 및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적용한 지구과학의 본

성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현상학적 접근은 학문적 세계의 토대인 생활세계를 직시하면

서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구과학이 가지는 풍부함과 복잡성, 역동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지구과학의 고정된 본성, 보편적인 본성을 찾고자 하는 실증

주의적 객관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기존의 단편적인 특성들을 

나열하고 그 협소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존재하지 않는 학문 간 경계

와 구획을 찾으려는 시도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면, 융복합적인 지구과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기존의 

선언적, 보편적인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합의 관점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OS-가족유사성 접근은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하위 학문영

역들의 개별 특성을 포괄함으로써, 영역 일반적인(domain-general) 
특성과 영역 특이적인(domain-specific) 특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색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천문학, 대기 및 해양 

과학 등의 경우에는 통제된 실험을 통한 자료수집보다는 큰 공간 규

모에서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영역 특이

적인 특성을 지닌다. NOS-가족유사성 접근은 이처럼 지구과학의 세

부 학문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나치게 일반화하

지 않으면서도, 각 영역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

과학을 구성하는 천문학, 지질학, 대기 과학, 해양 과학, 지구물리학 

등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NOS-가족유사성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지구

과학의 다양한 속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

한 학문영역들이 융합된 지구과학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본성을 총체

적으로 탐색하기에는 NOS-가족유사성 접근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영역들이 추가되고 이에 따

라 변화하는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현상학적 접근 및 

NOS-가족유사성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지

구과학 역시 그 하위 영역으로 천문학, 지질학, 대기 과학, 해양 과학 

등과 같은 고전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자연 재해 분석/예측(Nature 
Disaster Analysis/Forecast), 극지 과학(Polar Science), 천문우주 관측 

기술(Astro-Space Observation) 등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추가

된 영역들이 많다(MSIT & KISTEP, 2018).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과학자들의 활동 과정, 목표와 가치, 방법론, 그 결과로 얻어

진 지식, 그리고 사회ㆍ제도적 측면의 여러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현상학적 접근 및 NOS-가족유사성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새로운 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학문영역

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새로운 지구과학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고 이를 통해 지구과학의 본성을 재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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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지구과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주는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 기초 연구로,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토대로 지구과학의 본성과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

안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철학적 논의나 제안으로 

머물지 않고 지구과학 교과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 및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실제로 

적용하여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이를 통해 도출한 실제 결과들 

근거로 연구방법의 세부적인 특성 및 한계 등을 논의한다면 지구과학 

본성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를 더욱 확장하

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후속 연구로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한 지구과학의 본성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학문영역 간 진화 및 분화

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구과학이라는 가족

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학문영역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

며, 어떠한 연계성과 위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문 간 진화 및 

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NOS-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과학에 포함되는 여러 학문영역이 장차 

어떻게 분화, 발전해갈 것이며, 이러한 구성 학문영역들의 특성이 서

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 지구과학의 본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지능정보사회

와 융복합 학문의 필요에 따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과학과를 

비롯하여 융복합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 

학문 지도 변화와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구과

학의 교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NOS-가족유사성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지구과학의 본성을 재규명하

여 이를 토대로 향후 중등학교 교과목으로서 지구과학의 위상을 재정

립하고, 지구과학 교육의 방향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현상학적 접근 및 NOS-가족

유사성 접근을 적용하여 지구과학의 본성을 규명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현상학적 접근은 지구과학에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청에 따라 본성 자체가 유동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다. 이는 직관적으로 드러난 감각적 현상들을 통해 지구과학의 다면

적 특성을 편견 없이 모두 수집,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이다. 현상학

적 접근은 학문적 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생활세계를 직시하면서 지구

과학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구과

학이 가지는 풍부함과 복잡성,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지구과학의 본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의 본성

(NOS)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제안하였다. NOS-가족유사성 접근

을 통해,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는 다양한 과학의 영역들이 서로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을 조합함으로써 과학의 본성(NOS)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지구과학의 본성에 적용하면 지구과학을 ‘가족’
으로 만들어주는 일반적인(domain-general) 특성과 영역별로 특수한

(domain-specific) 특성을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 예컨대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학문영역인 지질학, 대기 과학, 해양학, 천문학, 지구시스템 

과학 등등이 서로 공유하는 특징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들 학문영역

을 지구과학이라는 가족으로 특징짓는 가족유사성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구과학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과학의 본성에 대한 가족유사성 접근을 통해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학문의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지구과학

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과목으로서 지구과학의 위상과 발전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구과학, 과학의 본성, 현상학적 접근, NOS-가족유사성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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