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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experiments are important activities that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research has shown that for students school experiments are not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science.
For one reason, current experimental classes require students to do too much in a short time. In
this study, we tried to repeat the same experimental subjects with different experimental method
so that science gifted students could think more deeply about the same experimental subject.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were Newton’s second law and the rolling motion experiment, and the
first experimental method involved the use of a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ultrasonic sensor, the last method involved an analysis of the camera’s mo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re error factors that students found in the experiments changed from minor to
major factors. Students also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the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of each
experimental device and recognized the value of the experiments. As a result, they seemed to re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mental subject. We think that the method proposed by this
study could be used in an experimental class without much effort by th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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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Learning of science gifted students, Repeated experiments with different experiment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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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과정에서 과학영재학생들이 보이는 학습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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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7일 받음, 2019년 10월 11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0월 14일 게재 확정)

실험 활동은 과학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실험활동은 학생들이 과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 현행 실험 수업들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너무 해야 할 일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 하나의 실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실험 주제에 대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수행하도록 했다. 실험 주제로는 뉴턴의 제2법칙 및 굴림 운동 실험을, 실험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초음파 센서를, 나중에는 동영상 촬영을 이용한 운동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오차 요인은
실제 실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요인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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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실험 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반복 실험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과학의 본성 및 실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방법은 교사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실험 수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과학영재학생들의 학습,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뉴턴의 제2법칙 실험, 굴림 운동 실험

I. 서 론
실험은 과학적 지식의 발견 및 검토에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의 하나로 특히 여러 결정적 실험은 과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실험이 과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실험을 교육하는 일은 큰
관심사였는데,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대체로 탐구 중심의
실험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다 [1]. 실험 수업은 대체로 과학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과학
교육자들도 대체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수행
함으로써 과학적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
하지만 실험 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도
많다. 특히 많은 과학교육자들은 실험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
난 경우도 많으며 [3], 때때로 학교 실험 활동이 학생들이 과
학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5]. 즉, 현재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실험 활동들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6,7].
실험 활동이 과학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
하고, 학교에서의 실험활동은 학생들이 과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실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성은 주로 요리책 식 실험 수업 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실제 과학 탐구는 정해진 매뉴얼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요리책을 따라 요리를 하는 것처럼 정해진 매뉴
얼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이
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요리책 식 실험 활동은 심지어 영재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주된 수업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과학적으로 현상을 설명하게
하는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을 실험 수업에 도입하거나 [9],
실험서의 과정을 따라 하면 결과를 정확히 얻기 어렵도록
실험을 구성하는 등 [10], 기존의 요리책 식 수업 방식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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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리책 식 수업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 실험하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의 교
사들도 학생들에게 개방형 탐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요리책
식 실험 수업 방식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험 기
구의 관리 등 현장에서의 여러 어려움에 의해 개방형 실험
수업을 하기 힘들다. 즉 교사들도 개방적 실험 활동이 가
장 바람직한 형태의 실험 수업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생각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11].
무엇보다 수업을 진행할 교사가 개방형 실험 수업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능력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12], 실제 수업 현
장에서는 많은 것을 바꾸지 않고도 실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요리책 식 실험 수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데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요인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개방적 형태의 실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그 탐구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영재학생들도 마찬
가지이다. 특히 과학적 능력이 탁월한 과학 영재들도 특정
탐구 주제에 맞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데, 특히 탐구 상황에 맞게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자
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점검, 평가하는데 있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13]. 무엇보다 과학영재학생들은 향후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하여 공헌할 것이 기대되는 학생으로
영재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실험 활동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험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
이 되지 않는 이유로 현행 실험 수업들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너무 해야 할 일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다 [14–16]. 이들은 실험실에서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과도한 인지적 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험
자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본다 [16]. 따라서 학생들이 적은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여, 실험 주제에 대해 보다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학생들의 성공적인 실험 수행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15].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일은 높은
수준의 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하나의 실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주제의 실험에 대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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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활동을 고안하였다.
영재학생의 경우 지적 능력이 우수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8], 똑같은 실험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주제는 그대로 하되 실험 방법에
변화를 준 실험을 구상하여 실행해 본 것이다. 무엇보다
같은 주제의 실험을 그 방법을 달리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처음 실험을 수행할 때 과도한 인지적 부담으로 실험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다른 관점에
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실험 수업을 설계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서 과학영재학생들이 보이는 학습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실험 수행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과학영재학교에서 일반
물리학 실험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로 2학년
전체 125여명의 학생들 중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104
명이었다. 이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한 학기당 4시간씩
융합 실험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융합 실험 과목에서 실험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이들은 1학년
과정에서 Research & Education(R&E) 과목을 수강하며
본인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제안하고, 그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는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과학 탐구를 1년간 경험
하였다.
이제 본 연구에서 다룬 실험 주제들을 살펴보자. Figure 1
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뉴턴의 제 2법칙 실험에 대한 개략
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은 F = ma 법칙이 실제로도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일선 학교에서 많이
수행되는 실험의 하나이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수레와
트랙 사이의 마찰 및 책상면이 수평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실험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이 실험에서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MBL 실험의
초음파 센서를 많이 활용한다. 또한 이 실험은 보통 마찰
력은 무시하고 수레를 잡아끄는 추의 무게에 따른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게
계획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측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고려하여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했다.
Figure 2는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오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물체의 관성모멘트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실제 관성모멘트와 비교해 보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책

Fig. 1. Schematic of Newton’s second law experiment.

Fig. 2. Schematic of rolling motion experiment.
상면의 수평 문제, 물체가 유연한 굴림 운동을 하지 않고
조금씩 미끄러지는 현상 등으로 인해 실험 오차가 많이 발
생되며, Fig. 1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MBL의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굴러 내려오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MBL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실험을 먼저 수행한 후 최근 물체의
운동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카메라를 통한 동영상 운동 분석
방법 (분석에는 Tracker 프로그램 사용) 을 통해 앞서 수행
한 실험을 다시 진행해 보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MBL
을 활용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 실험을 실시한 2주 후 다시
MBL을 활용하여 회전관성의 정량적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
으며, 다시 1주 후 동영상 운동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앞의
두 실험을 다시 실시하였다. 매번 실험이 끝나면 1주일 동
안 보고서 작성 시간을 주어서 각각의 실험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동영상 운동 분석 실험 1
주일 전에는 학생들에게 뉴턴의 운동 법칙과 굴림 운동에
대해 동영상 운동 분석 방법으로 두 실험을 다시 실시할
것을 예고하여 학생들이 이전 실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로 실험을 수행한 학생들의 실
험 보고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관찰한 연구자의 현장
노트, 실험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한 학기말
보고서, 그리고 3명의 학생들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 자
료를 활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각각의 자료원
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는 사전, 사후 실험 보고서를 모두 분석하여
주로 학생들이 각각의 실험에 대해 제안하는 오차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현장
노트는 주로 실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지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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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is study’s Purpose according to the sources.
Source
Students’ Lab report
Researcher’s Field note

Students’ Term report

Interview

Purpose
To analyze core error factor
To read the students’ behavior
when they conduct the experiment
To analyze students’ thinking
about the experiment
To know the specific reason
of student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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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oding 방식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읽고
최초로 떠오르는 인상을 메모하고, 이렇게 모인 인상들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 및 재범주화 하여 학생들의 자료
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21].
이후 이렇게 마련된 범주를 과학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동료검토 (Peer examination) 의 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한 명의 공동 연구자와
범주의 타당성에 대해 서로 논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범주를 확정했다. 이후 새롭게 마련된 범주를 다시
학생들 자료에 적용해보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처
럼 기존 범주 및 새로운 범주와 원자료 (raw data), 다양한

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실험에
대해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한 학기말 보고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본인이 실시한 실험에 대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자
가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
가장 인상적인 실험, 확인 실험의 의미, 실험 수업을 개선
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 등을 함께 기술하도록 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3명의 학생들에 대해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더불어, 학생들이 보이는 변화가 실험 방법을 달리한
것에 의한 것인지 반복에 의한 것인지, 실험 방법의 순서를
바꾸어 동영상 운동 분석을 먼저 하고 MBL 실험을 나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면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들
의 생각을 물어보는 Member Check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9].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자는 객관적 해석학 (Objective hermeneutics) 에서 제안한
방을 적용하였다 [20]. 우선 학생들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는
실험 주제별로 사전 실험, 사후 실험 각각에 대해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각각의 실험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별
로 코딩하였다. 최초에 실험들의 핵심적인 오차요인들을
1차로 코딩할 때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발산적으로, 학생들의 원래 의도를 살려서
코딩한 후 이렇게 코딩된 것들을 비슷한 범주들끼리 묶어
보는 작업을 거쳐 핵심적인 오차 요인들을 핵심 범주로 나
누었다. 이후 새롭게 생성된 범주에 원자료 (raw data) 가
잘 들어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한 명의 연구자가 근거이론 (Ground Theory) 에 기반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2,23].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어서 제시하였다. 우선 연구 결과의 첫 부분에서는 본 연구
의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이
실험 보고서에 제안한 오차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
다.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서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험의
핵심적인 오차원인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서 특징적인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실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오차의 원인을 제안했지만,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통해 실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두 가지 실험, 즉 뉴턴의 법칙 실험과 굴림
운동 실험 각각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핵심오차 원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실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핵심
적인 오차원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학생들이 보이는 학습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학생들이 작성한 기말 보고서 및 면담
내용들을 코딩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 과정
을 통해 보이는 학습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 결과의 후반부에서는 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학습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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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e error factor in students’ lab reports about Newton’s second law experiment.
Classification

Pre-experiment (MBL)

Post-experiment (Video)

Responses

Response rate

Responses

Response rate

Instrumental error

24

17.1%

33

23.7%

Minor error

55

39.5%

18

13.2%

Various friction

29

21.1%

38

27.6%

Unevenness of the rail

13

9.2%

7

5.3%

Initial tilt of the track, change of friction coefficient

5

3.9%

26

18.4%

Etc

13

9.2%

16

11.8%

1.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오차요
인의 특징
1) 뉴턴의 법칙 실험
Table 2는 뉴턴의 법칙 실험에서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
에 나타난 핵심적인 오차의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기계오차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MBL 장치 (응답률 17.1%)
보다 동영상 운동 분석 방법 (응답률 23.1%) 이 기계오차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MBL 센서의 오차
보다는 카메라의 주변부 왜곡 및 운동 방향에 수직 설치의
문제, 트래커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 등 동영상 운동 분석 방
법에서 기인하는 기계오차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MBL을 활용한 뉴턴의 제2법칙 실험에 관한 사전 실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은 주로
주변 오차로, 39.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범주로 분류된
학생들은 공기저항, 도르래 회전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의
영향), 수레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가운데가 아님, 추의 흔
들림, 실의 무게 등을 핵심 오차의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공기저항과 도르래의 회전 문제를 지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한편, 여러 가지 마찰에 의한 요인을 지적
하는 비율은 21.1%로 바닥과 바퀴의 마찰력, 실의 마찰력,
운동 마찰력 등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역학 수레를 운동시킨 레일이 부분 부분 불균일
하여 마찰력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레일의 불균일함에 대한
지적이 9.2% 있었다. Table 2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
영상 운동 분석을 활용하여 뉴턴의 제2법칙을 실시한 사후
실험에서 수레가 운동하는 트랙의 초기 기울기로 인해 오차
가 생기는 것과, 수레의 질량에 따라 마찰계수가 변한다는
등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한 비율이
증가 (3.9% → 18.4%) 했다는 것이다. 대신 사전실험에서
공기저항이나 도르래의 회전에 의한 영향 등 주변오차에

그친 오차원인을 언급한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 (39.5% →
13.2%) 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험 결
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적인 오차 요인을 작성해야 하
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 오차에 큰 영향을 준
변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역학 실험에서 학생들은 흔히 공기저항과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실험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를 그 영향의
정도에 상관없이 오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
다. 하지만 실제 이 실험에서 수레를 가속하는데 활용한
추의 무게는 10 g, 수레의 무게는 500 g – 2000 g의 범위로
수레의 가속도가 매우 작고 (학생들의 최대 측정값이 0.2
m/s2 이내), 그 마저도 가속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에
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실험의 핵심적인 오차
요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마찰력도 고려하여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과 도르래 사이의 마찰력이나 도르래의
회전에 의한 효과, 공기 저항 등은 모두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에 의한 영향에 이미 포함되어 측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적한 주변 오차나, 마찰력에 의한 영향
등은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이라 보기는 힘들었다. 한편, 레
일의 불균일함에 대한 지적은 비록 레일이 어느 정도 불균
일함을 보여도 학생들은 제법 긴 구간에서의 평균 가속도를
기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가 분류한 범주 중 실질적으로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할 만한 것은 바로 트랙의
초기 기울기와 수레의 질량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였다.
즉, 많은 학생들이 책상이 수평일 것이라 가정하고 트랙이
처음에 완벽히 수평인지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트랙을 책상
에 수평으로 맞추고 실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험에 사
용한 추의 무게가 작아 수레의 가속도가 작았기 때문에, 처
음에 트랙이 0.5도 정도만 기울어 있어도 실험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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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즉, 트랙이 처음에 0.5도 정도 경사져 있다면, 이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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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의 실험을 통해

인해 빗면 아랫 방향으로 0.08 m/s 정도의 가속도 효과가

많은 학생들이 뉴턴의 법칙에 대한 사전 실험에서는 공기

생기는데, 이는 학생들이 측정한 가속도의 최대 측정값의

저항과 같은 주변오차를, 그것도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

40%에 해당한다. 또한 이 실험에서 수레의 무게가 증가

치거나 실제로 확인해 보는 과정 없이 보고서에 적기 위해

하면 마찰력은 수레의 무게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관성적으로 제시했다면, 사후 실험에서는 핵심 오차가 될

보였는데, 이러한 점도 이 실험의 핵심적인 오차로 작용할

만한 변인에 대한 추론과 더불어, 그 변인들을 실제로 조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만약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

하고 통제해가면서 실제로도 본인이 제안했던 오차 요인이

고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단순히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핵심 오차라는 것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데 있다.

것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하면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즉,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

실험 오차율이 커지게 된다.

들이 생각했던 핵심 오차 요인이 실제로 핵심 오차 요인이

다음은 학생들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통해 오차

맞는지 측정하고 검증하려는 태도(예를 들어 수레에 작용하

원인을 고민한 과정이 잘 드러나는 진술로 학생들이 각 실험

는 수직항력에 따라 마찰계수가 변하는지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의 기계오차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모습) 를 보였다.

즉, 같은 주제의 실험을 방법만 다르게 해서 실험했기 때문
에 학생들은 각각의 실험 방법에 따른 오차 특성을 비교적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값과 비교한 오차는 모션센서로 인해 발
생한 오차뿐 아니라 실험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오차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 오차들을 모두 포
함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한 반복된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션센서 뿐 아니라 tracker
를 통한 또 한 번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모션센
서와 tracker의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 방법 때문에 발생한 오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학기말 보고
서 中)

2) 굴림 운동 실험
Table 3은 굴림 운동 실험에서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기계
오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영상 운동 분석의 기계오차
(18.0%) 가 MBL 실험 (1.8%) 에 비해 크다고 생각하는 학
생들이 많았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굴림 운동 실험에서도
뉴턴의 법칙 실험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왜곡 등 동영상 운동
분석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굴림 운동 실험에서도 학생들은 동영상 운동 분석법보다는
MBL 실험 방법의 측정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의 최소 눈금 문제를 지적한 학생들도 있었다. 실험
의 정확도를 위해서 빗면의 기울기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학생들은 같은 주제의 실험을 실험 방법을 달리하면서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빗면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험해보는 경우 단순히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반복하는

빗면의 기울기를 조절했는데, 자의 최소 눈금에 따라 빗면의

경우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실험을 바라볼 수 있어 핵심

각도 측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이었다. MBL

오차의 발견이 더욱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을 활용한 사전 실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핵심

실험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다른 시각에서 그 주제의 실험을

적인 오차의 요인은 원통이 빗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굴러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실험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편향되어 굴러 내려간다는, 평행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 않은 굴림 운동의 문제였다(응답률 34.5%). 실험 과정
에서 처음에 원통을 가만히 굴려줄 때, 원통의 초기 각도가

솔직히 반복만 해서 얻는 것들이랑 바꿔가면서

약간 비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통은 빗면 방향뿐만

반복해서 얻는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니라 빗면에 수직한 방향으로도 약간 편향되어 굴러가

실험할 때는, 오류 중에서도 그냥 실험 자체를

는 경향이 있었고, 이 경우 운동센서가 측정하는 물체와의

되 짚어 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오

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를 핵심적인

류가 있었고, 방법을 바꾸면서 좀 생각할 수 있

오차의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사전 실험에 대한 주변 오차

는 오류가 있었거든요 … 결론은 반복은 하되

(응답률 22.7%)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기저항의 문제를

바꿔서 하면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

지적하였고, 원통이 완벽히 구 모양이 아니라거나, 완벽히

(학생 면담 中)

균일하지 않다는 등의 응답을 한 학생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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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e error factor in students’ lab reports about Rolling motion experiment.
Classification

Pre-experiment (MBL)

Post-experiment (Video)

Responses

Response rate

Responses

Response rate

Instrumental error

4

1.8%

29

18.0%

Minor error

46

22.7%

13

7.9%

Various friction

69

34.5%

18

11.2%

Unevenness of the rail

40

20.0%

73

44.9%

Initial tilt of the track, change of friction coefficient

7

3.6%

16

10.1%

Etc

35

17.3%

13

7.9%

동영상 운동 분석을 활용한 사후 실험에서 특징적인 부분
으로 평행하지 않은 굴림 운동(34.5% → 11.2%)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주변 오차 (22.7% → 7.9%) 를 핵심 오차로 지
적한 응답률이 크게 감소했다. 우선 원통의 평행하지 않은
굴림 운동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빗면의 길이가 100 cm 일 때 대략 1 cm 정도 (주의 깊게
실험하면 0.5 cm 이내) 원통이 옆으로 편향되어 굴러 내
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때 운동 센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따져보면 100.005 cm 정도로 원통이 편향되는
효과가 실제로 실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원통의 평행하지 않은 굴림 운동도
주변 오차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굴림 운동
실험에 대한 사전 실험에서 공기저항과 같이 학생들이 제
기한 다른 주변 오차 요인 (22.7%)과 더불어 대략 57.3%의
응답이 실제로 실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주변 오차에 불
과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사후 실험에서는 이 응답율이
19.1%로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굴림 운동
실험의 핵심적인 오차 요인 중 하나로 원통의 미끄러짐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원통의 가속도 측정을
통해 원통의 회전 관성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표로 설정했
고,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회전
관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통형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유연한 굴림 운동을 해야 한다. 동영상 운동 분석 방법을
활용한 사후 실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원통의 회전수와
진행 거리, 빗면에서의 실제 운동 거리를 측정 및 비교하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오차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
으로 계산하여 제안하였다. 학생들의 동영상 분석에 따르면
원통형 물체의 반지름을 고려한 유연한 굴림 운동 거리가
31.4 cm 일 때, 원통의 실제 이동거리는 34.2 cm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거리 측정의 차이만 감안해도 8%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값이다. 즉, 많은 학생들이 원통이
굴러 내려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분석하면 원통형 물체가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미끄러지지 않았을 때의

원통형 물체의 예상 회전수와 비교하여 원통이 미끄러지는
현상에 의한 오차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면서 원통의 미끄러짐이 핵심 오차 요인 중의 하나
임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통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떤 요인이 실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실험 방법이 바뀌어서 생기는 요인은 무엇인
지, 실험 방법 외의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오차
요인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실험의 경우에는 굴림운동에서 동영상 분
석으로 바퀴가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는 동안 몇
바퀴 굴렀는지 알 수 있게 해주어서 MBL에서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예상했었던 미끄러짐
의 발생을 실제 발생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학기말 보고서 中)
한편, 학생들은 동영상 운동 분석의 경우 MBL에 비해
측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으
므로 특정 주제에 대해 MBL로 먼저 익숙해진 후 동영상
운동 분석법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또한 MBL 장치를 활용한 실험과 동영상 운동
분석을 활용한 실험은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수행자에게 실험 오차에 대한 다른 종류의 반
성적 사고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 변인 통제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게 더 많
아가지고, 한 번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
니까 MBL 같은 걸로 익숙해지고 나서 하는게
실험적으로도 맞고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 (MBL 실험에서) 밀림(미끄러짐) 같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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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으로 … 시각화 됨을 통해서 놓쳤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
요. (학생 면담 中)
굴림 운동 실험에서도 뉴턴의 법칙 실험에서와 마찬가
지로 학생들이 사전 실험에서는 추측에 의한 핵심 오차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후 실험에서는 많은 학생들
이 핵심 오차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오차와 관련된
변인을 조작하여 실험해보고, 그 변인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제안했다 (예를 들어 물체의 미끄러짐이 어느 정
도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이를 통한 오차율을 제안했다) 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2.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서 학생들은 각각의 실험방
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상세히 배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MBL 및 동영상 운동 분석 실험을 수행할
때 각각의 실험 방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더해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게 숙고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각각
의 실험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각각의 실험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측정의 한계, 관찰의 이론 (실험 방법) 의존성,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등과 같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MBL을 활용한 뉴턴의 제2법칙 실험에서 학
생들은 동영상 운동 분석의 경우와 비교하며 MBL 센서는
데이터 수집이 편리한 대신 실험 데이터 외의 주변 상황의
기록이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MBL 센서의
특징을 파악하였고, MBL 센서가 언제 측정이 부정확한지
센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동
영상 운동 분석 실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물체가 카메라의
가장 자리 부근을 운동할 때 광각에 따른 왜곡현상 및 카메
라를 수레의 운동 방향과 정확히 수직으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는 것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했다.
또한 카메라의 녹화 프레임 수 및 동영상 운동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트래커 프로그램의 최소 프레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각각의 실험 방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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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의 진술이 실험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며, 특히
실험 도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험 도구와 관찰의 직관성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MBL 실험은 일단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실험
방법이 간단하다. 장치를 통해 측정한 요소들이
컴퓨터 화면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실험자들은
그것을 보고 계산만 하면 된다. ... 하지만 MBL
실험은 너무 간단한 실험 절차 때문에, 실험 결
과가 덜 직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 동영상
분석은 다르다. 실험자가 직접 동영상을 보면
서 측정 대상을 지정하고, 동영상을 관찰하면서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실험 수행 과정과 실험 결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방법을 다 사용해 봄으로써, 정확하고 간단
한 MBL 실험을 통해 실험의 요지를 파악하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 세세한 내용까지 자신의
것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학기말 보고서
中)
실험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은 실험 장비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실험 방법의 특성에 따른
실험 결과의 왜곡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공기
저항이나 마찰과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을
오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 진술과
같이 학생들은 MBL 운동 센서로는 볼 수 없는 물체의 운동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동영상 운동 분석을 통해
잘못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각 실험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고민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
었다. 결국 학생들은 어떤 실험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 도구의 상보적 사용을 제안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MBL 실험과 동영상 분석 실험에서 서로 다르
게 나타나는 오차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 실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즉,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서 실험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두 실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 각자의 오차를 보정해 줄
수 있게 된다. ...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상호 보완하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와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기말 보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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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에 대한 가치 인식과 실험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
실험 수업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동일한 변인에 대해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을 귀찮아 하며, 한 번의 측정으로 결
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재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단순 반복 작업을 싫어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18], 실험을 할 때 반복해서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체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실험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재학생들이 실험이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실험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반복해서
실험함으로써 실험자의 개인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
다는 것이다.

Crease에 따르면 실험은 과학자가 만드는 무대에서 자연
의 신비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세심하게 조율하는 사건이
다 [24].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실험 방법을 달리하여 실험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단지 실험 방법만 바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Crease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실험 방
법의 변경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무대
자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이다. 다음의 진술에
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MBL로 해보았던 실험들을 동영상 분석을 통해
다시 해보니 실험 방식과 분석 방식이 크게 달라
져 다른 실험을 하는 느낌이었다. 아예 실험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부터 다른 점들이 많았으며
실험 결과 또한 매우 달랐다. (학기말 보고서
中)

우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실험 테크닉이 는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를 제외하면 실험 테
크닉이 결과와 이에 따른 오차에 큰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실험을 반복할수록 더
능숙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
달았다. (학기말 보고서 中)
이런 학생들의 생각은 같은 주제에 대해 실험방법을 바
꾸지 않고 반복해서 실험해도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
만 학생들은 단순히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하나의 실험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실험
방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실험을 실험 방법만 다르게 하여 다시 실시했기 때
문에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할 때 어떤 방법
으로 탐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운동 센서와 Tracker로 측정했을 때 모

즉, 학생들은 본 연구의 상황이 단순히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전 실험을 깊이 숙고할
수 있는 반성적 실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앞의
진술과 같이 이를 새로운 실험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
도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통해 핵심적인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두 실험 방법의 장단점 및 가치를 비교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다룬 실험 주제를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진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과정을 경험
하면서 실험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며 그 이론을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고, 두 실험에서 얻은 결론을 종합
하여 그 실험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기말 보고서 中)

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생각보다 두
측정값의 차이가 컸다. 한 가지 실험을 할 때

IV. 요약 및 결론

도 실험 오차의 원인을 생각하여 더 나은 실험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이 항상 있었다. 동일한
실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하면 더욱 많은
실험 오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두 방
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훨씬 더 좋은 실험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기말 보고서 中)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실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뉴턴의 제2법칙 실험 및 굴림 운동 실험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방법을 고안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과정에서 과학영재학
생들의 학습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본 연구에서의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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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이 관점에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차 요인은 실제 실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실험에서 고려되어 있는
요인들에서 실제 실험 오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오차 요인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뉴턴의 법칙
실험에서는 공기저항, 도르래의 회전에 의한 영향 등 주변
오차를 지적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트랙의 초기 기울기나 수
레의 수직항력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와 같은 핵심 오차를
지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굴림 운동 실험에서는
공기저항, 평행하지 못한 원통의 굴림 운동과 같은 주변 오
차를 지적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원통의 미끄러짐과 같은 핵
심 오차를 지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불어 많은
학생들이 사전 실험에서는 추측에 의한 오차요인을 제안했
다면, 사후 실험에서는 실험에 영향을 줄 만한 오차요인을
실제 측정을 통해 확인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기존의 실험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실험에서 다시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
방법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방법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실험 주제 자체에 대해 보다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핵심 오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각각의 실험 방법이 가지는 특징 및 장단
점을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다가가기도 했다, 즉 MBL 실험에서 많은 학생들은 초음파
센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오차를 지적하였고, 동영상 운동
분석 실험에서는 카메라의 각도 및 프레임, 프로그램 오차를
지적하는 등 각각의 실험 방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동일 주제
에 대한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을 통해 각각의 도구로는
발견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실험 도구와
측정의 의미에 대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까지 도달하
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하나의 실험 주제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통해 실험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고 있었다. 인간의 이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한 철학의 한 부류인 해석학에서는
이해의 대상을 익숙한 지평 (무대) 외에도 보다 낯선 지평
(무대) 에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5].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직면한 상황이 해석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
한 주제에 대해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면담 결과 학
생들은 실험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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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실험 방법을 달리하여 실험하는 경우
다른 관점으로 실험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같은 주제의 실험이라도
실험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 실험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연구자는 실험을 다시
실시한 반복에 의한 효과와, 실험 방법에 변화를 준 효과
를 구분하기 보다는, 두 효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험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MBL 실험을 먼저하고, 나중에 동영상
실험을 하는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MBL 실험은 동영상 운동 분석 실험보다 실험이 간편하고
익숙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는데 적합하고, 이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실험 자료가 시각적,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동영상 운동 분석을 실시한다면 핵심
오차 요인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실험 방법을 달리한 실험 방법을
통해 실험 수업이 어려움을 갖는 두 가지 요인, 즉 교사 요
인과 학생 요인을 일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존
에 제안된 개방형 실험과 같은 실험 교수 방법은 많은 노
력이 필요한데 비해 본 연구의 방법은 교사가 많은 준비나
수고 없이도 학생들이 같은 실험 주제에 대해 실험 방법만
달리하여 다시 실험해보게 함으로써 실험주제에 대한 학
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즉, 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실험 수업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학생 측면에서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부족한 탐구
능력을 다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실험 방법을 다르게 한 실험 방법이 쉽게 지루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영재학생들도 지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의 상황은 특정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의 방법이 다른 영재학생들이나 일반 학
생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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