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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교육에서의 유추적 문제해결방법 활용 가능성 탐색
-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을 중심으로 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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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nalogical thinking can help students to create ideas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technologies which applied animals' solutions to inefficient use of energy
resources. To do this, a form for analogical problem solving has been developed to enable students to
analogize environment-friendly energy technologies from animals' energy solutions based upon structural
similarity with each other. Using this form, a preliminary assessment has been done for students participating
in an environment-friendly energy education programme in regards to their understanding of the base
problem. Subsequently, a three-step process of analogical problem solving has been implemented such as
understanding the base problem, finding similarity, and developing ideas on environment-friendly energy
technologies. Consequently, it can be confirmed that analogical thinking can be a useful tool to come up
with more specific and creative solutions to energy problems than those presented at the preliminary
assessment. It can be, however, conclud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assessment and the
analogical problem solving that analogical thinking can not be a sufficient condition for finding creative
solutions even though it may be a necessary condition.
Keywords : energy education, analogical problem solving, environment-friendly energy technology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추적 사고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물들의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로부터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와 자연에서 사는 생물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 문제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생물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추적 문제해결 양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지를 통하여 표적문제에 대한 사전평
가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바탕문제 이해 유사성 찾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등 단계로 유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추적 사고방법이 기존 사전평가 시 제시했던 문제해결책과 비교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문제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편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과 유추적 문제해결 성공 여부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결과 유추적 사고방법은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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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문제해결 지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어 : 에너지 교육, 유추적 문제해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 현실이다. Schumacher(1973)는 과학기술의 무
분별한 이용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 내에서 두 사물의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
로 한 사물의 특성에 대응되는(mapping), 또 다른
사물의 특성을 추론하는(reasoning) 과정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Gentner & Holyoak, 1997; Holyoak &
Thagard, 1997; 김미현, 2001; Bearman et al., 2002).
이러한 유추적 사고는 한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서로 다른 두 사
물간의 유사성을 찾아내기 위한 주관적이고 통합적
인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Kolodner, 1997). 20
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유추적 사고를 여러 가지 다
양한 문제해결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
어 왔다. 여기서 유추적 문제해결이란, 하나의 문
제해결 방식이 충분히 알려져 있을 때 유추적 사고
를 통하여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해결 방식이 알려진
친숙한 문제를 바탕문제(base problem)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표적문제
(target problem)라고 정의한다(Gentner & Holyoak,
1997; Holyoak & Thagard, 1997). 또한 바탕문제
와 관련된 지식이 대응 과정을 거쳐 표적문제로 전
달되는 것을 유추적 전이(analogical transfer)라고
정의한다(Gentner et al., 2004; 김미현, 2001).
이러한 유추적 문제해결은 크게 표면 유사성

학습자들의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surface similarity)에 의한 유추전이와 구조 유사성

고 강조하였다:

(structure similarity)에 의한 유추전이로 구분할 수 있

Ⅰ. 서 론
에너지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에너지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해
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Energy, 2014; UNESCO & UNEP,
1987). 다시 말하면 에너지 교육이란, 단순히 에너
지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
라,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방사성 폐기물 등과 같이
오늘날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미란 등, 201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환
경파괴적인 과학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
너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학기술
의 개발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과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서울대 사회정
의연구실천모임, 2005). 이런 까닭에 교육 현장에서
에너지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는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커다란 난제가 되고 있는 것

다(Gentner & Markman, 1997; 김미현, 2001; Morita
et al., 2007). 전자는 두 문제간 속성이 유사한 경
오늘날 전 인류는 의심할 여지없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과학
기술을 지혜 없이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생기게 할 때
만이 그러한 교육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를 말하는데,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학습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추적 사고를 사용하는 경우
에 활용된다. 반은섭(2012)은 유추 조건은 비유추
조건보다 문제 해결률이 높은지, 수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각적 표상을 통한 유추는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수열-복소수 유추 검사지를 통

이 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의 하나
로서 유추적 문제해결법을 선정하였다(Gentner &
Holyoak, 1997; Kolodner, 1997; Chan et al., 2012).
유추란 서로 다른 두 영역(domain) 또는 동일한 영

하여 유추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김자영
(2010)은 사회과 수업방법에 유추적 사고를 활용하
였는데, 유추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을
사회과 교과내용에 접목시켜 고찰함으로써 유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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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 사회교과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

구조-대응 이론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중력의 법칙

표상, 개념설명방법, 주장 정교화 방법으로서의 유

과 쿨롱의 법칙 간의 유사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추활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남미리 등(2014)은 학

하였다. Bearman et al.(2002)은 비전문가들이 실

습자들이 속담을 통하여 생태적 지식에 대한 유추

제 생활에서 유추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적 전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

나갈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24명의 대학생들을

192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검사지를 작

대상으로 2주 동안 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

성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추적 사고가
학습자들의 생태적 지식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준

도록 하고, 그 결과 유추적 문제해결이 얼마나 활
용되었는지 평가하였다. 이처럼 구조 유사성에 의한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표면 유사성에 의

유추적 문제해결은 사회문제와 같이 창의적인 사

한 유추적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유추전이가 용

고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이하여 교과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Gick & Holyoak,

하다고 볼 수 있다.

1980).

반면에, 구조 유사성은 두 문제가 서로 상관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유추적 전이는

이러한 유추적 사고는 고대로부터 많은 성인(聖
人)들이 지혜의 도구로 사용해 왔으며, 근대에 들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일어나며, 주로 창의적인 과정

어와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창의적 사고의 바탕이

에 사용된다(Morita et al., 2007; Gick & Holyoak,
1980). Gick과 Holyoak(1980)은 유추적 사고를 통

되어 왔다. 또한 유추적 추론은 과거의 경험을 가
지고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

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인지심리학적 이론체계를 구

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는 일반적으

축하고 실제 적용사례로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군대의 요새공격과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 치료와

로 정의하는 지혜의 특질과 일치하므로 오늘날 학
교에서 학습자들의 지혜를 기르는 교육의 주요 수

의 유추적 전이를 통해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

단이 될 수 있다(Gavetti et al., 2005; Craft et al.,

을 찾아보려고 하였다(Table 1). 김미현(2001)은 이
러한 Gick과 Holyoak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요

2008; Marshall & Thorburn, 2014)1).

새공격 이외의 다양한 바탕문제를 실험참여자들에

해결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 생물들의 에

게 제공하고, 효과적인 간암 치료법을 찾아내는 효
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너지 이용 방법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자연에서 살
고 있는 생물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

Gentner(1983)는 두 영역들 간의 내용적 특성보

기 위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Eadie &

다는 구조적 유사성에서 유추적 전이가 발생한다는

Ghosh, 2011). 생물들의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 효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추적 사고를 에너지 문제

Table 1. 요새공격의 유추적 전이를 통한 방사선 암치료 문제해결 예시
구분

바탕문제

표적문제

영역

요새 공격(전쟁)

방사선 암치료(의학)

문제

군대를 동원하여 요새를 공격하고자 하나, 요
새로 들어가는 길마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대규모 군대공격이 쉽지 않음.

방사선을 이용하여 몸의 특정 부위에 퍼진 암세포
를 제거하고자 하나, 고강도 방사선에 의한 주변
정상 세포들의 손상 위험이 있음.

1. 목적: 요새 함락
2. 수단: 군대 동원
3. 장애요인: 지뢰 매설

1. 목적: 암세포 제거
2. 수단: 방사선 활용
3. 장애요인: 정상세포 피해

소규모 군대를 조직하여 동시에 요새를 공격
함으로써 지뢰에 의한 군사 피해 최소화

저강도의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암세포를 향해
조사함으로써 주변 정상세포의 피해 최소화

구조
유사성
해결방안

1) 지혜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인간의 특성과 삶의 과정에 대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지식과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절차적 지식이 포함된다(Craft et al., 2008).

․

28

한승호 윤순진

에너지기후변화교육 7권 1호

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은 우리가 당면

는 원인이 복잡하고 영향도 다차원적이므로, 표면

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유사성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구조적 유사성

기술을 유추해내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을 통하여 유추적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더 적

(Shu, 2006). 또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에너지와 환경
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유추적 문제해

가정하였다. 수학이나 과학, 의학과 같은 학문 영
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유추적 사고를 적용하는 경

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 이 글

우에는 이미 표적문제에 대한 객관적 답이 존재

에서는 적정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제적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날 과학기술 관련 문제는

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유추적 문제 해결 방법이

원인이 복잡하고 영향도 다차원적이므로, 고정된

학습자들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에

해답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마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유추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
결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Gick &

Ⅱ. 연구방법 및 내용

Holyoak, 1980). 첫 번째 단계는 바탕문제와 표적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개의 서

1. 연구질문 및 가정

로 다른 문제의 객관적 특성들을 충분히 표상해내
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바탕문제의 각 구성요소

1) 연구질문
유추적 문제해결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들을 표적문제의 해당 구성요소들에 대응시키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관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활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이

용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각각의 구성요소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추적 문제해결방법을 적용할

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

수 있는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과도한 에너지

하여 대응 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를 선정하였다(이장규와 홍
성욱, 2012; 송신철과 심규철, 2010). 에너지 관련

대응된 결과를 활용하여 이미 알려진 바탕문제의
해결책으로부터 표적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2. 교재 개발 및 적용

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
한 에너지와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1) 교재 개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
자들이 유추적 문제해결방법을 통하여 현재 당면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기본 가정을 바탕으
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에 활용할 수

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있는 유추적 문제해결 양식을 개발하였다. 특히,
생물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 문제의 구조적

지 그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생물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효

한 에너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

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기
2) 연구 기본가정

술 아이디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추적 문제해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바

양식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 양식을 통하여 유추적

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에 유추
적 문제해결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친환경 에

문제해결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가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할 수 있

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유추적 전이는 구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탕

조 유사성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친환
경 에너지 기술이란, 환경파괴적인 과학기술의 문

문제와 표적문제 간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그 유사

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문제

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

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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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구성하였다(별지 1).
2) 교재 적용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적정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유추적 문제해결 양
식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
발을 시도하였다(Table 2). 여기에서 적정기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에 알
맞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Wicklein, 2005; 김정
태 등, 2012). 적정기술은 과거 제3세계의 빈곤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 운동에서 출발하여 점차 단순히 빈곤 문제
를 해결하는 작은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절약, 친환
경, 지역자원 활용 등 오늘날 과학기술이 안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기술로서 적용 범위
가 확대되어 왔다.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 ․

기술의 가치를 재정립하게 된다면, 적정기술은 21
세기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위한 기술로서 많
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김정태 등, 2012).
이 연구의 사례로 분석대상이 되는 적정기술 교
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적정기술을 디자인하고,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적정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활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유추적 문제해결 활
용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 적정기술 교육 프로
그램에 참석한 중 고등학교 학생 58명(Table 2)을

․

․

Table 2.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요
구분
교육명

내용
청소년을 위한 2016 글로컬 그린 캠프(Glocal Green Camp)

주제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미래에너지 리더십

목적

신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을 활용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세대
착한 과학 리더십을 양성

교육내용

1)
2)
3)
4)
5)
6)

적정기술 체험과 평가
적정기술과 디자인 사고를 통한 글로컬(국 내 외) 사회적 문제해결 워크샵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물, 에너지, ICT(앱개발, 3D프린팅) 분야의 적정기술 발명하기
적정기술 봉사활동 기획하고 실행하기
적정기술 과학자로서의 꿈과 비전 수립하기

․

일자

1차 캠프: 2016년 2월 15~17일(2박 3일)
2차 캠프: 2016년 2월 18~20일(2박 3일)
3차 통학스쿨: 2016년 2월 22, 23, 25일(3일)

장소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208호, 209호

주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주관

아이브릿지, 착한과학연구소
총 58명

참가인원

권역

인원

서울/경기도

37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10

구분

인원

중학생

31

8

고등학생

27

3

남학생

30

여학생

28

학력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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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과정을 약 1시간 정도씩 진행
하였다.
유추적 문제해결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에 앞
서, 우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과 유추적 문제해결 성공 여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지를
통하여 표적문제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Gick과 Holyoak(1980)이 제시한 유추적 사
고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에 맞추어 바탕문제 이해,
유사성 찾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등
3단계로 유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
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 진행단계별로 활동지에
생각하는 바를 기록하게 하여 유추적 문제해결의
각 단계별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갖고 있
는 문제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의 실상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활동지에 쓰도록 하였다. 다
음 단계에서는 자연 환경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물로서 북극제비갈매
기, 벌, 흰개미를 소개하고, 이러한 생물들이 어떻게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설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물들이 에너지와 자원 측
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의 유사성을 찾고, 실제 생물들이 그러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에 기초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Table 3).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에너지기후변화교육 7권 1호

1. 연구결과
이러한 유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한 결과, 총
58명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유추적 문제해
결 과정에 대한 분석에 적합한 48명의 유추적 문
제해결 활동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회수된
활동지를 분석해 본 결과, 총 48명의 학습자 중 36
명(75%)이 사전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고, 33
명(68.8%)이 성공적으로 바탕문제와 표적문제 간
의 유사성을 찾았으며, 25명(52.1%)의 학습자가 유
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나름의 친환경 에너
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학습자들이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개
발한 주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정리한
결과, 바탕문제에서 설명한 북극제비갈매기, 벌, 흰
개미의 에너지 이용방법과 유사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적 사고가 기존 사전평가
시 제시했던 문제해결책과 비교할 때, 더욱 구체적
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문제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결과
구분

성공(%)

실패(%)

합계(%)

사전평가
(명)

36(75)

12(25)

48(100)

유사성 찾기
(명)

33(68.8)

15(31.2)

48(100)

유추적
문제해결(명)

25(52.1)

23(47.9)

48(100)

Table 3.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구분

바탕문제

표적문제

영역

지구 환경 속에서 생물들의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 방법

지구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

구조 생물들이 자연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사성 에너지와 자원은 제한됨

과학기술의 환경파괴로 인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은 제한됨

해결
방법

① 북극제비갈매기 풍향 이용 장거리 비행
② 벌 육각형 벌집구조로 밀랍재료 절약
③ 흰개미 통풍 구조로 서식처 냉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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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개발된 주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사례
구분

내용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기술
아이디어 개발결과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건축/ 설계
․풍향을 적극 고려하여 비행기 항로 설정
․주택 등 건물 건설 시 공기순환이 잘 되는 구조로 설계
․육각형 구조의 수납공간 설계
․여름에 땅에 묻어둔 관을 통하여 건물 냉각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통풍을 이용한 음식 저장고 제작
․가볍게 날아가는 비행기 제작
․집의 구조를 육각형처럼 설계
․지하에서부터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건축
․바람의 에너지를 저장해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제작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사전

적절하게 답변을 기록한 수에 따라 학습자별로 0

지식과 유추적 문제해결 성공 여부의 인과관계를

부터 3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평가, 바탕문제 이해, 유사성

수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Table 6과 같은 결

찾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등 각 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사전평가 결과와 유

계별 결과들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즉, 사전평가

추적 문제해결의 각 단계별 성공여부의 인과관계

시 학습자별로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여 활동

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지에 적절하게 답변을 기록한 수에 따라 0부터 3

한 학습자들은 사전평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

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바탕문제에 대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바탕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바탕문제와 표적문제 간의 유사성 찾기, 친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학습자들의

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에 대해서도 위와

각 사전평가 점수별 유사성 찾기 평가점수에 대한

동일하게 주어진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에

분산분석(유의수준: 0.05)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

Table 6. 유추적 문제해결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결과에 대한 분산분석*
사전평가(명)

구분

바탕문제 이해(명)

유사성 찾기(명)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명)
*

합계

0점

1점

2점

3점

3점

7

9

12

12

40

2점

3

2

0

0

5

1점

1

1

0

0

2

0점

1

0

0

0

1

3점

3

2

5

5

15

2점

1

1

3

2

7

1점

2

4

2

3

11

0점

6

5

2

2

15

3점

0

0

3

2

5

2점

4

1

3

3

11

1점

0

3

3

3

9

0점

8

8

3

4

23

IBM SPSS Statistics 24 일원배치 분산분석 적용

분산분석
(p-value)

-

0.136

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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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 개발 결과 분산분석에 대한 사후검정(p-value)
사전평가

구분

사전평가

0점

1점

2점

3점

3점

0.164

0.049

0.547

-

2점

0.049

0.012

-

0.547

1점

0.547

-

0.012

0.049

0점

-

0.547

0.049

0.164

비고

LSD 적용

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 교육 프로그램에

는 유사한 문제해결 지식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충

참석한 학습자들은 사전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유

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성 찾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학

마지막으로, 유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마친 학습

습자들의 각 사전평가 점수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바탕문제 이해하기

아이디어 개발의 평가점수에 대한 분산분석(유의

와 유사성 찾기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에, 해결

수준: 0.05)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분산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검정에

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보통 또는 어려웠다는 답변
이 30%로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

서는 사전평가 점수가 1점인 학습자와 2점인 학습

으로 원하는 기술(제품)들을 고르거나 만들고자 할

자 간의 평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Table

때 이 유추적 문제해결 활동이 어느 정도 도움을

7). 이를 통하여,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습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명(83%)이 향

자들은 사전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친환경 에너지

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기술 아이디어를 더 잘 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
다. 이상의 분석결과, 바탕문제와 표적문제의 유사

(Table 8).

성을 찾는데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 유

2. 논의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유사성에 근
거한 문제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오늘날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사전 지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인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추적 사고는 새로운 에너지효
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유용한 수단으

있다. 이런 까닭에 에너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
제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로서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Table 8. 유추적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사후 설문결과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어려웠다
(%)

③ 보통이다
(%)

④ 쉬웠다
(%)

⑤ 매우
쉬웠다(%)

바탕문제
이해하기

0(0)

0(0)

12(22)

24(44)

18(33)

유사성 찾기

0(0)

0(0)

14(26)

26(48)

14(26)

문제해결책 도출

0(0)

2(4)

14(26)

29(54)

9(17)

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②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을 줄
것이다

⑤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0(0)

1(2)

8(15)

27(51)

17(32)

설문 항목
유추적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난이도

설문 항목

․

향후 기술(제품) 선택 제작 시
본 활동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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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대안 기술을 찾는 일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유추

있다.

적 문제해결 방법은 에너지 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환경파괴적인 에너지 기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 지식,

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 유추적 사고 방법

경험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을 선택하여 실제적인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에너지 교육에도
적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

이를 위하여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갖고

에서는 유추를 통하여 단순히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이나 논리 전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으로 생물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는 사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나아가 문제해결책까지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

유추할 수 있도록 유추적 문제해결 양식을 구성하

다. 학습자들은 바탕문제 이해하기, 유사성 찾기,

였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해결책 도출의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생물들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으로부터 구체적인 친환경

참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지를 통하여 표

에너지 기술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추적 문제해결 결과가 일반적

탕문제 이해, 유사성 찾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
이디어 개발 등 3단계로 유추적 문제해결 과정을

인 중 고등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을지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유추적 사고를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특정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학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사전

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평가 시 제시했던 문제해결책과 비교할 때 유추적

에서는 학습자들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
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절차에 사전평가 단계를

사고방법이 더욱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문
제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추가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유추적 문제해결

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있는 에너지와 자원 문제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

적문제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바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에 대한

위해서는 유추 능력과 함께 에너지 문제해결에 대

사전평가와 유추적 문제해결 성공 여부의 인과관

한 기초 지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계를 분석한 결과, 바탕문제와 표적문제의 유사성

있었다. 따라서 에너지 교육에 유추적 문제해결 방
법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

을 찾는데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유사 지식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유사성에 근거

한 충분한 지식과 여러 분야에서의 유추 사례들이

한 문제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사

함께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전 지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유추적 문제해

Ⅳ. 결론 및 제언

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어느 분과학의 단편적 변화예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함
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유추적 사고는 새로운

확실성 검증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실관계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유용

를 포함한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서울대 사

한 수단으로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었지만, 유사

회정의연구실천모임, 2005). 또한 과학적 발견들을

한 문제해결 지식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충분조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천적 함의를 충분히 성찰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추적 문제

해 보기도 전에 이미 그러한 발견에 기반한 여러
기술들이 상품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제대로 된

해결 과정을 마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
과, 바탕문제 이해하기와 유사성 찾기는 상대적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

로 쉬웠던 반면에,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소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시도한 유

에서 환경파괴적인 에너지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추적 문제해결 활동이 향후에 원하는 기술(제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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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들로부터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

An exploration of real-world analogical pro-

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blem solving in novices, Proceedings 24th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유추적 문제해결

Chan, J., Paletz, S. B. F. & Schunn, C. D., 2012,
Analogy as a Strategy for Supporting Complex
Problem Solving Under Uncertainty. Psychonomic
Society, Inc.
Craft, A., Gardner, H., & Claxton, G., 2008, Creativity, Wisdom, and Trusteeship: Exploring the
Role of Education. Corwin Press.
Eadie, L. & Ghosh, T. K., 2011, Biomimicry in
textiles: Past, present and potential. an overview,
J. R. Soc. Interface, 8, 761-775.
Gavetti, G., Levinthal D. A., & Rivkin, J. W., 2005,
Strategy making in novel and complex worlds:
The power of ana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Strat, Mgmt, J., 26, 691-712.
Gentner, D., 1983, Structure-Mapp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ogy, Cognitive Science 7,
155-170.
Gentner, D. & Holyoak, K. J., 1997, Reasoning
and learning by analogy: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2(1), 32-34.
Gentner, D. & Markman, A. B., 1997, Structure

활동으로 도출한 해결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적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양적 평가에만 초
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추가 연구에서는 유추적 문제해결 결과에 대하여
창의성이나 실효성 같은 질적 평가 지표를 개념적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학습자들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바탕문제와 표적문제를 각각의 세부
요인별로 구분하고, 해당 요인 간의 대응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한 유
추적 전이가 발생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교육에 있
어서의 유추적 문제해결 적용가능성이 한층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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