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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inquiry problems and hypothesis testing
methods presented in the physical inquiry repor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this end,
we analyzed 92 physical field reports from 2010 to 2016 from among the inquiry reports submitted
to the ‘Science Inquiry Academy’ held in ‘J’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ypes of inquiry
problem were higher in order of ‘relationship inquiry’ type, ‘new problem’ inquiry type, and ‘why
- how to’ inquiry type. In the analysis of the hypothesis test method for each inquiry problem,
the frequency was higher in the order of ‘direct observation’ method and ‘proportional comparison’
method. On the other hand, only a small number of similar comparison methods and positive
comparison methods appear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quiry
problem type and the hypothesis verification method, we found that other typ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type, used the ‘direct observation’ method while the students who
selected the ‘relationship inquiry’ type frequently used the ‘proportional comparison’ method.
PACS numbers: 01.50.Pa
Keywords: Physics inquiry report, Inquiry problem, Hypothesis-testing method, Relationship inquiry,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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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들의 물리 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와 가설검증방법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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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들의 물리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와 가설검증방법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J시에서 개최되는 ‘과학탐구아카데미’ 에 제출된 탐구보고서 중 2010년부터 2016
년까지의 물리영역 보고서 92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탐구문제 유형 활용은 관계 탐구 유형, 새로운
문제 탐구 유형, 왜-어떻게 탐구 유형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각 탐구문제에 따른 가설검증방법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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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찰법, 비례비교법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이에 비해 유사비교법, 긍정비교법 등은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났다. 탐구문제 유형과 가설검증방법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
들에서는 직접관찰법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비례비교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CS numbers: 01.50.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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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학 중 과제로 부여하는 학교가
많으며, 주제 선정에서 교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

과학 지식은 출처 또는 기원에 따라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선험적 지식은 칸트가 이야기
한 순수이성, 순수오성을 통해 정당화된 지식을 뜻하며 [2],
경험적 지식은 관찰, 측정, 실험 등 경험과 지각에 의해서
정당화된 지식을 뜻한다 [1]. 한국의 과학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탐구활동으로 관찰, 실험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3], 이는 교육현장에서 제시하는 과학 탐구활동은 경험적
지식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목표 달성을 위해, 3차 교
육과정 이후 관찰, 실험 등의 탐구활동을 교과내용에 많이
편성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스스로 주제를 선정
하고 실시하는 자유탐구가 도입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융합형’ 과학 등 교육과정을 통한 탐구가 도입되는
등 경험적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서의 탐구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 [3].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서도 탐구 기능을
기본적 탐구 기능과 종합적 탐구 기능으로 나누어 평가 하고
있으며, 기본적 탐구 기능은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의
5가지 영역, 종합적 탐구 기능은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의 5가지 영역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
적으로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의 탐구 활동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과학교사와 과학교육 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 차 교육과정 시기에 중학교의
장비와 교구, 각종 여건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현
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과 현실 여건의 괴리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 또한 탐구과정이 실제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맞춰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사 중심의 매뉴얼에 입각한 탐구가 실제 교육현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5, 6].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자유탐구를 도입하였지만, 자유탐구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7].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융합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괴리되는 이유를 교육과
정 개발 기관이 임시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개발 기간이 짧아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8]. 이러한 점에서 실제로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연구들은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실제 탐구 활동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되
면 향후 물리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교육현장에서 탐구과
정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 탐구활동에서 탐구문제의 선정은 탐구의 시작이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탐구주제 분석의 기초적인 단계는 탐구
주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9]. 또한 가설검증방법의
설계는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설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내외에
서 학생들이 자유주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문제를 제안하는 유형을 분석한
연구 [10], 학생들이 탐구활동에서 제안한 문제들에 대한
가설검증 방법 유형을 분석한 연구 [11]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유주제 탐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주제 탐구가 메타인지, 과학자에 관한
인식,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6]. 하지만
이들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에 국한되거나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 영역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물리 분야 자유주제 탐구보고
서에 나타난 특성을 찾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이 물리 분야에 해당하는
자유주제 탐구를 실시할 때 제안하는 탐구문제의 유형과
이 문제에 대한 가설검증 방법의 유형을 분석해 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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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내용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의 물리 자유 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 유형의 특징과 가설검증 방법 유형의 특
징을 살펴보고 탐구문제 유형과 가설검증방법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J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탐구 발표대회인 1∼7회 ‘과
학탐구아카데미’ 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유주제 탐구
보고서 중 물리분야에 해당되는 보고서 92편이다. 탐구문제
형태로 진술된 가설 또는 탐구문제는 총 261개로 나타났다.

Table 1. The frequency and rate of Inquiry Problems in
subjects of analysis.
Type
N-IP R-IP WH-IP W-IP A-IP E-IP Total
Frequency 62
82
60
0
57
0
261
(%)
(23.8) (31.4) (23.0) (0) (21.8) (0) (100)
N-IP: New-Result Inquiry Problem, R-IP: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WH-IP: Why-how Inquiry Problem,
W-IP: What Inquiry Problem, A-IP: Application Inquiry
Problem, E-IP: Experimental Method Inquiry Problem.

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고, 비례비교법은 원인의 연속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복합인
과관계 검증 분석은 5가지 복합인과관계 검증방법 유형인

2. 분석틀
이 연구에서 물리탐구보고서의 탐구문제 유형은 선행
연구 [10]에서 제시한 6 가지 유형 즉, ‘새로운 결과 탐구
문제 (new-result inquiry problem, N-IP), 관계 탐구문제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R-IP), 왜-어떻게 탐구문제
(why-how inquiry problem, WH-IP), 무엇 탐구문제(what
inquiry problem, W-IP), 적용 탐구문제 (application onquiry problem, A-IP), 실험방법 탐구문제 (experimental
method inquiry problem, E-IP)’ 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결과 탐구문제는 실험 상황, 측정 범위, 방법 등을 변화시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유형이다. 관계 탐구문
제는 실험 상황에서 얻은 결과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유형이고, 왜-어떻게 탐구문제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인과적 변인을 알아보는 유형이다. 또한 무엇 탐구문제는
실험에 포함된 용어나 기호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고, 적용
탐구문제는 주어진 결과나 상황이 다른 현상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험방법 탐구문제는 구체적
인 실험 방법을 알아보거나 개발하기 위한 유형이다. 각각의
탐구문제에 대한 가설 검증 방법은 선행 연구 [11]에서 제시
한 5가지 유형의 가설검증 방법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가설검증방법을 ‘직접관찰법 (direct observation,
DO), 유사현상비교법 (similar phenomenon comparison,
SPC), 긍정비교법 (positive comparison, PoC), 긍정부정
비교법 (positive-negative comparison, PNC), 비례비교법
(proportion comparison, PrC)’ 으로 분류하였다. 직접관
찰법은 의문 현상에서 그 원인을 관찰하여 검증하는 방법이
고, 유사현상비교법은 의문 현상과 유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긍정비교법은 가설에 포함된 원인을
투입하여 의문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긍정부정비교법은
의문 현상의 원인이 투입된 경우가 투입되지 않은 현상에서

‘단일 유형 (mono type), 다수 유형 (poly type), 유기적 유
형 (organic type), 기계적 유형 (mechanic type), 혼합 유형
(mixed type)’ 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단일유형과 다수유
형은 부분검증에 해당하며 유기적 유형, 기계적 유형, 혼합
유형은 전체 검증에 해당하는 복합인과관계 검증 유형이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탐구문제 유형 분석
중· 고등학생들의 물리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관계 탐구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결과 탐구문제, 왜-어떻게 탐구문제 순으
로 나타났다. 탐구문제 유형별 빈도와 비율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61개 탐구문제 유형 중 관계 탐구
문제 유형이 8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결과
탐구문제 유형이 62개, 왜-어떻게 탐구문제 유형이 60개
순으로 많았으며, 무엇 탐구문제 유형과 실험 방법 탐구문
제 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물리학 수강 대학
생들이 제안한 탐구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결과
탐구문제 유형이 41.7%, 관계 탐구문제 유형이 21.7%, 왜어떻게 탐구 유형이 18.3% 순으로 많았다 [10].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와 초등학교 일반학급과 영재학
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탐구문제 유형은 새로운 결과 탐구 유형이었으며, 관계 탐
구 유형과 왜-어떻게 탐구 유형 등이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12,13].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도구 탐구문제 유형,
비과학적 탐구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형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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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s for types of inquiry problems propos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ubjects of analysis.
Types of
inquiry problems
N-IP
R-IP

WH-IP

A-IP

Examples in subject of analysis
We will be able to communicate in water by using laser.
- If the slope of the surface of the object in contact with the direction of motion of the object is greater,
the resistance of the object will be smaller.
- If the mass of the object increases, the end velocity will increases.
- If a breakwater with the same volume and mass is densely packed, the breakout rate will be further
improved
- The shorter the length of the loudspeaker, the better the sound energy will be absorbed and the better
the reflection will be.
- The acceleration obtained by the MBL motion sensor is the same as the acceleration obtained by
the motion analysis method. The gravitational force in the direction of the motion fric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bevel is.
- If the colloidal solution is irradiated with light, the concentration of the colloidal solution can be
predicted by using the scattering characteristic.

N-IP: New-Result Inquiry Problem, R-IP: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WH-IP: Why-how Inquiry Problem, W-IP: What
Inquiry Problem, A-IP: Application Inquiry Problem, E-IP: Experimental Method Inquiry Problem.

Table 3. Comparison for the frequency and rate of this study with precedent study.
Types of
inquiry
problems
N-IP
R-IP
WH-IP
W-IP
A-IP
E-IP
I-IP
Un-IP
Total

Park (2005)
26
13
11
4
4
2

(41.7)
(21.7)
(18.3)
(6.7)
(6.7)
(3.3)
60 (100)

Yun (2008)
Quantitative Qualitative
Problem
Problem
25 (65.8)
57 (50)
7 (18.4)
6 (11.1)
6 (15.8)
14 (25.9)
0 (0)
1 (1.9)
0 (0)
7 (13.0)
38 (100)
54 (100)

General
fouth grade
2.31 (37.1)
0.28 (37.5)
0.31 (5.0)
0.03 (0.5)
0.16 (2.6)
1.63 (26.2)
1.5 (24.1)
6.22 (100)

Jeon (2008)
Talented
General
fouth grade fivth grade
4.75 (56.2)
1.62 (65.3)
0.5 (5.9)
0.34 (13.7)
0.45 (5.3)
0.07 (2.8)
0.3 (3.6)
0 (0)
0 (0)
0.07 (2.8)
1.8 (21.3)
0.07 (2.8)
0.65 (7.7)
0.31 (12.5)
8.45 (100)
2.48 (100)

Talented
fivth grade
4.7 (62.3)
1.25 (16.6)
0.4 (5.3)
0.15 (2.0)
0.15 (2.0)
0.7 (9.3)
0.2 (2.7)
7.55 (100)

This study
62 (23.8)
82 (31.4)
60 (23.0)
0 (0)
57 (21.8)
0 (0)
261 (100)

N-IP: New-Result Inquiry Problem, R-IP: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WH-IP: Why-how Inquiry Problem, W-IP: What
Inquiry Problem, A-IP: Application Inquiry Problem, E-IP: Experimental Method Inquiry Problem.

결과 탐구 유형보다 많은 빈도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13].

Zohar [16]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탐구문제가 좋은

각 탐구문제 유형별 예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탐구문제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관계 탐구문제 유형

Table 3 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분류틀을 적용한

는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탐구문제에 해당하므로

선행 연구들 [9,11,12]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물리 분야 자유탐구를 시행하는 학생들이 관계 탐구 유형을

선행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결과 탐구 유형의 빈도가 압도적

많이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물리

으로 많은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 탐구문제 유형이

분야의 자유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관계 탐구 유형을 선호

새로운 결과 탐구 유형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현

하거나 많이 활용하는 특성을 보였으므로 향후 물리 분야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많은 물리법칙 또는 원리들이 변인들

자유탐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계 탐구 유형에 대한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인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결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선행 연구

탐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14, 15]의 결과와도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Ben-david &

관계 탐구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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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requency and rate of Hypothesis-Testing Methods.
This study
S. H. Park et al. (2005) [14]
K. H. Kang (2015) [12]
C. G. Kim (2014) [2]

DO
172 (65.9)
148 (29.0)
29 (21.8)
10 (21.7)

SPC
2 (0.8)
17 (3.3)
37 (27.8)
11 (23.9)

PoC
2 (0.8)
101 (19.8)
12 (9.0)
11 (23.9)

PNC
10 (3.8)
181 (35.5)
25 (18.8)
10 (21.7)

PrC
75 (28.7)
45 (8.8)
30 (22.5)
4 (8.7)

Others
18 (3.5)
-

Total
261
510
133
46

DO: Direct Observation, SPC: Similar Phenomenon Comparison, PoC: Positive Comparison, PNC: Positive-negative
Comparison, PrC: Proportion Comparison.

결과는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인 과학 탐구 활동을 대상으로

선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설을 설정한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물리 분야에 국한시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1]. 직접관찰법의 선택 빈도가 타

분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학생들이 설정한 물리 분야

검증 방법의 빈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물리 분야

탐구문제들이 뚜렷한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

에서 선택한 다양한 탐구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가설 검증

로 보여주는 것이다.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실험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비교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의미가

2. 가설 검증 방법 유형 분석

있다. 비례비교법은 논리적이고 정교한 가설 검증 구조로서,
물리량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생들의 물리 탐구보고서에 나타난 가설검증

[16].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구문제 유들과 가설 검증

방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접관찰법이 164회로 가장 많

방법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관계 탐구문제 유형에 가장

았으며, 다음으로 비례비교법이 73회로 많이 나왔다. 각

적합한 가설 검증 방법은 비례비교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

가설검증 방법별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다. 만일 관계 탐구문제 유형 선택 비율과 가설검증방법

유사현상비교법, 긍정비교법, 긍정부정비교법은 앞의 두

중에서 비례비교법을 설계하는 비율간에 유의미한 상관관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가 적었다. 생명과학

계가 형성된다면 이는 물리 분야 자유주제 탐구를 희망하는

분야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물리 분야의

긍정부정비교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관찰법,

자유 탐구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

긍정비교법, 비례비교법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11]. 개

탐구문제 유형과 이를 비례비교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에

방적 탐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유탐구보고서

대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133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사현상비교법 27.8%, 비례

시사하고 있다. Table 5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비교법 22.5%, 직접관찰법 27.1%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나타난 각 가설검증 방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9], 과학탐구프로그램에 참가한 46개 팀의 자유탐구보고
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사현상비교법과 긍정비교법이
23.9%, 직접관찰법과 긍정부정비교법이 21.7%, 비례비교

3. 복합 인과관계 유형 분석 결과

법 4% 순이었다 [17]. 각 연구에서 분석한 과학의 분야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였는데,

물리탐구보고서들에 나타난 복합 인과관계 가설 검증

긍정부정비교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다른

유형 선택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를

복합 인과관계 가설 검증의 경우 다수 검증이 54.8%로 가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고, 유사현상비교법이 가장 많았다

장 많고 다음으로 기계적 유형이 34.2%로 많았다. 유기적

[17]. 반면에 물리분야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유형과 혼합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서는 직접관찰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일 검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계

분석 대상의 분야에 따라 가설검증방법이 다르게 나타남을

적 검증이 3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일 검증 33.5%,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타 검증 방법에 비해

다수 검증 23.8% 순으로 나타났다 [11].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직접관찰법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검증을 선택한 학생이 없는 반면에 선행 연구 [11]에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직접관찰법은 후속 검증과정에

단일 검증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단일 검증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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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amples for types of Hypothesis-Testing Methods us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ubjects of
analysis.
Types of
Hypothesis-Testing
Methods

DO

SPC

PoC

PNC

PrC

Example in subject of analysis
(hypothesis) We will be able to communicate in water by using laser.
(1) We made laser transceivers
(2) We set the distance between the laser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to 2.7 m.
(3) We installed an obstacle (water tank) between the laser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fired the laser
at the transmitter, and measured at the receiver.
(hypothesis) In water, If the distance is longer, the less current will be lost because of the electrical
resistance like metal.
(1) We put 2L of tap water in a tank made of PVC pipes.
(2) One 1.5 V battery and a galvanometer were connected in series using a wire.
(3) We soaked the wire clip of the (+) pole at the 5 cm away from the end of the water tank.
(4) The current was measured by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the (-) pole gripper and the (+) pole
gripper in 5 cm increments in the tank.
(hypothesis) We will be able to make an eco-friendly anti-static spray that is more effective than rice
flour, fabric softener, and commercial anti-static spray.
(1) We made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ostatic spray using distilled water, natural betaine, olive
liquid, lavender commercial oil, sweet orange oil, and rosewood oil.
(2) We sprayed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nti-static spray once to the jujube and rubbed 50 times
with the ebonite rod.
(3) We sprayed produced antistatic spray, distilled water, fabric softener, and rice solids to each of
myungju fabric in order to compared spray made by us with others.
(4) We measured generated electrostatic voltage with a SIMCO electrostatic measuring device.
(5) Steps (2) to (4) were repeated to obtain the average value of the voltage.
(hypothesis) A cylindrical thermos will have better thermal preservation than a triangular thermos.
(1) Using paper, copper plate, silver tape, and glue gun, we made a triangular-column thermos and a
cylindric thermos of similar volume.
(2) We put 50 degrees of water into each thermos bottle at once and closed the lid with the temperature
sensor attached.
(3) We measured the temperature change of two thermos in 0.1 second interval for 10 minutes.
(hypothesis) As the mass of the object increases, the end velocity increases.
(hypothesis) As the mass of the object increases, the end velocity increases.
(1) 69 g and 96 g of beach balls were freely dropped and the termination speed was measured.
(2) 169 g and 196 g of beach balls were dropped freely and the termination speed was measured.
(3) 269 g and 296 g of beach balls were dropped freely and the termination speed was measured.
(4) We obtained termination speeds according to mass

DO: Direct Observation, SPC: Similar Phenomenon Comparison, PoC: Positive Comparison, PNC: Positive-negative
Comparison, PrC: Proportion Comparison.

검증은 부분 검증에 해당하고 다른 세 검증 방법은 전체
검증에 해당한다 [11]. 이 중에서 부분 검증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가설 중 하나 또는 일부만을 검증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이는 탐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내용 이
해가 충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검증의 경우 두 연구결과 모두 기계적 유형의 선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기계적 유형은 가설의 인

과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는 경우로 [11],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가설에 나타난 각 인과관계의 유기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유주제 탐구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각 가설검증 방법의 특징과 더불어 실험의
전체적 유기성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검증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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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frequency and rate of complex hypothesis
types.
Partial
Type
Mono
Type
Frequency
0
(%)
(0.0)

testing
Complete testing
Poly Organic Mechanic Mixed Total
Type
Type
Type
Type
40
5
25
3
73
(54.8)
(6.8)
(34.2)
(4.1) (100)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탐구문제 유형과 가설 검증 방법 간의 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물리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 유
형에 따른 가설 검증 방법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 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결과 탐구문제, 왜-어떻게 탐구문제, 적용 탐구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직접관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관계 탐구
문제의 경우에는 비례비교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새
로운 결과 탐구문제, 왜-어떻게 탐구문제, 적용 탐구문제를
선택한 학생이 직접 관찰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가지 탐구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가설 검증
방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험 설계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 탐구문제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비례비교법을 선택한 학생이 79.3%로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관계 탐구 유형과 비례비교법이
물리분야의 자유주제 탐구에서 자주 활용된다는 사실은 토
대로 물리 분야 자유탐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계 탐구
유형과 비례비교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물리 탐구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관계 탐구문
제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비례비교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의미를 가진다면, 관계 탐구문제 유형에 따른 비례비교법
적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과학 탐구 활동 지도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7. The frequency and rate of Hypothesis-Testing
Methods for Inquiry Problems in subjects of analysis.
N-IP
R-IP
WH-IP
W-IP
A-IP
E-IP
Total

DO
58 (93.5)
17 (20.7)
45 (75.0)
0 (0.0)
52
0 (0.0)
172 (65.9)

SPC
1 (1.6)
0 (0.0)
1 (1.7)
0 (0.0)
0 (0.0)
0 (0.0)
2 (0.8)

PoC
0 (0.0)
0 (0.0)
0 (0.0)
0 (0.0)
2 (3.5)
0 (0.0)
2 (0.8)

PNC
1 (1.6)
0 (0.0)
9 (15.0)
0 (0.0)
0 (0.0)
0 (0.0)
10 (3.8)

PrC
2 (3.2)
65 (79.3)
5 (8.3)
0 (0.0)
3 (5.3)
0 (0.0)
75 (28.7)

Total
62 (23.8)
82 (31.4)
60 (23.0)
0 (0.0)
57 (21.8)
0 (0.0)
261

N-IP: New-Result Inquiry Problem, R-IP: Relationship
Inquiry Problem, WH-IP: Why-how Inquiry Problem,
W-IP: What Inquiry Problem, A-IP: Application Inquiry
Problem, E-IP: Experimental Method Inquiry Problem DO:
Direct Observation, SPC: Similar Phenomenon Comparison,
PoC: Positive Comparison, PNC: Positive-negative
Comparison, PrC: Proportion Comparison.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유 탐구분야에
서 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선호하거나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행동특성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특성이 밝혀진다면 물리 분야의 자유탐구를
진행할 때 관계 탐구 유형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자유주제 탐구 수행과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리분야 중· 고등학생들의 탐구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
는 가설검증 방법의 경우 직접관찰법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비례비교법이었다. 직접관찰법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탐구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가설 검증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실험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탐구문제에 따른 적절
한 가설 검증 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복합 인과관계 검증의 경우 부분 검증 중 다수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계적 유형의 빈도가
높았다. 선행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전체 검증보다 부분
검증의 활용 빈도가 높았으며, 복합 가설을 설정했음에도
가설의 일부만 검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7]. 이는 학생
들에게 가설 검증 방법들에 관한 이해와, 탐구문제에 따른

IV. 결론 및 제언

적절한 가설 검증 방법의 선택 방법, 올바른 실험 설계 과정
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중· 고등학생들의 물리탐구보고서에 나타난 탐
구문제 유형과 가설검증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탐구 보고서에 나타난 탐구문제 유형은 다양하지만 주로
관계 탐구문제 유형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이는 많은 법칙
이 물리량의 관계가 수학인 형태로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는

탐구문제 유형에 관계 탐구문제의 경우에는 비례비교
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탐구문제 유형의 경우
가설 검증 방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직접관찰법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자유 탐구의 경우
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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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탐구문제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비례비교법을 많이
선택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관계 탐구문제 유형에
비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며, 물리분야
자유탐구를 희망하는 학생이 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많이
선택한다면 물리분야 자유주제 탐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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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탐구문제 유형을 비례비교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유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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