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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Obsessed 
영화 속에서 과학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쿤의 책 속에서 과학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패러다임(paradigm) 
 원래는 문법에서 ‘어형변화표’의 의미 

 이후 연구의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과학적 성취, 즉 ‘범례’ 

 본받는 과정에서 스타일이나 전통, 즉 정상과학이 생겨남 



동사의 변화 
현재 과거 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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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 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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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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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학 
 특정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 활동 



원소 주기율표 채우기 
  



멘델레에프의 첫 주기율표(1869) 
  



정상과학의 성격 
 패러다임은 엄청난 과학적 성공인 동시에 불완전한 성공 

 패러다임은 적법한 문제와 문제 풀이의 기준을 제공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의 기약을 현실화하는 ‘마무리 작업’ 

 정상과학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시험이 아니라 그 발전과 명료화 

 이러한 정상과학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의 작은 영역에 주의를 집중함
으로써, 패러다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상세히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만든다.” 



정상과학의 성격 

“이런 활동은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미리 짜여진 상당히 
고정된 상자 속으로 자연을 밀어 
넣는 시도처럼 보인다. 새로운 
종류의 현상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상과학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상자에 
들어맞지 않을 현상들은 전혀 
보이지 않곤 한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의 창안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보통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이론에 
너그럽지 못하다. 오히려 
정상과학적 연구는 패러다임이 
이미 제공한 그러한 현상과 
이론의 명료화를 지향한다.”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퍼즐 풀이로서의 정상과학 
“정상적인 탐구 문제와 씨름할 때에 과학자는 현행 이론을 게임의 규칙으로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과학자의 목표는 하나의 퍼즐을 푸는 것이며, 현행 
이론은 그러한 퍼즐을 정의해주는 동시에 (충분히 탁월한 경우) 그 퍼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과업을 실행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독창적으로 제안한 잠정적인 퍼즐 풀이를 자주 시험해
야 한다. 그렇지만 시험 받는 것은 오직 과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뿐이다. 
만약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과학이 비난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능력이 비난을 받을 뿐이다. 요컨대 정상과학에서는 비록 시험이 
빈번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시험은 별난 종류에 속한다. 왜냐하면 궁극
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시험을 받는 것은 현행 이론이라기보다는 개별 과
학자이기 때문이다.” 



정상과학은 왜 성공적인가? 
 해답이 있는 문제에 전념하기 때문 

 “[약속들의 공고한 네트워크]는 성숙된 경지의 전문 분야 연구자들에게 
세계와 그의 과학이 둘 다 과연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규칙을 제공하는 
까닭에, 연구자는 이들 규칙과 더불어 기존의 지식이 정의해주는 난해
한 문제들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가 있다.” 



패러다임의 전수 
 교과서의 예제와 연습문제 풀이를 통해 

 실제 계산과 실습이 포함된 전문화의 전수 과정을 통해 

 앞서의 성공적인 문제풀이를 (변형하여) 따라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은 ‘묵시적 지식’으로서, 그것은 ... 과학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터득되는 지식이다.” 



토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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