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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ment skill and error in report in a small-mass experiment conducted by 25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at experiment
involved the measurement of a basic inquiry function. The experiment reports contained the principles of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measurement value notation, error factor analysis, and so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qualitatively explained the principles
of the tools for measuring a small mass, but they did not present numerical models, rather, they
presented them analytically. Second, the students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trials being
small was the cause of random errors, and their use of significant figures was not well developed.
Third, the factors affecting systemic errors identified by the students were more specific than those
identified as affecting random errors, and systematic errors were often confused with random errors.
Fourth, students had difficulty in judging the reliability of measured values, and the rationale that
they us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d values was not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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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질량 측정 실험 보고서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측정과 오차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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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범대학 물리교육 전공 학부생 25명이 수행한 작은 질량 측정 실험 보고서에 제시된 측정과
오차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작은 질량 측정 실험은 기초 탐구 기능 중 측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측정
도구 개발 원리, 측정값 표기, 오차 요인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도록 고안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작은 질량 측정 도구 개발 원리를 정성적으로 설명했으나 수치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우연 오차의 원인으로 측정 횟수가 적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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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지만 실제 수행에서 측정 횟수가 5회 미만이었고 측정값의 유효 숫자 처리에 미숙하였다. 셋째,
우연오차보다 계통오차 요인을 구체적이며 더 많이 제시하였지만, 오차 요인을 계통오차와 우연오차로
분류하는 것을 혼동하였다. 넷째, 학생들은 측정값의 신뢰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측정값의
신뢰에 대한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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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학 탐구는 관찰, 관측, 사유를 통해 수집한 과학적 사
실을 토대로 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
이다. 학교 교육에서 실험은 학생들에게 탐구에 대한 직
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 왔다 [1,
2].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기초 탐구 과정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 등) 과 통합 탐구 과정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
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 으로 구분하여
탐구 과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중 많은 탐구 기능이 실험
활동에서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3–6]. 실험 활동이 과학
탐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도
물리 교사들이 실험 준비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자체 요소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중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실험을 지도하는 것의 어려움이, 학
생 요소로 학생들의 실험 기기 조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7].
측정은 단순 탐구 기능의 하나이며 실험의 주요 기능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1, 8–17]. 측정
활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제는 측정 개념에 대한 학생
들의 이해 정도, 탐구 과정 안에서의 측정 기능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측정값의 처리와 해석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측정 개념에 대한 연구는 측정 도구 조작, 측정 도
구의 수치 읽기, 물리량의 측정 단위, 측정값에 대한 통계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수행되었다. 서정아
등은 초 · 중학생들의 눈금 읽기 능력 및 측정 도구와 단위에
관련된 개념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질량이나 부피 측정에서
측정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단위의 혼동 및 측정 도구
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8].
Lubben 등은 PMQ(Physics Measurement Questionnaire)
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측정과 관련된 개념을 조사하여 학
생들이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자료 해석
에 어려움을 있다고 보고했다 [9]. Buffler 등은 측정값과
참값의 관계를 포인트 패러다임 (point paradigm) 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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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set paradigm)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측정값에
대한 인식이 세트 패러다임으로 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포인트 패러다임은 개별 측정값이 참값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토대로, 하나의 측정 수행은 다른 측정 수행과 독립
적이며 결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트 패러다임은
각 측정값이 참값에 근사하며 참값과의 편차가 무작위성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과 같이 자
료의 집합 전체를 특성화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가 사용된다
[10].
둘째,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측정 행위 양상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가설생성과 측정 변인의 결정 및 해당 변인에
대한 측정 수행 등과 관련된 주제로 보고되었다. 김익균과
김종주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탐구 수행에 제시된 변
인에 대한 이해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과 조작변인은 잘
판별한 반면 실험 활동에서 주제나 목적에 적합한 변인을
선별하지 못해 측정의 대상을 적합하게 선정하는 수행으로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1]. 김
익균과 김종주는 중학생들의 탐구 과정에서의 실험 설계
능력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통제변인을 타당하게 고려
하여 실험을 설계하지 못하였고 실험도구에 대한 이해 부
족이 실험 설계의 오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2].
Kok 등은 측정값의 정밀도가 학생들의 가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측정값이 정밀하게 제공될수록 잘못된
가설에서 올바른 가설로 전환되는 수가 감소하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ok 등
은 학생들이 측정의 불확도와 분산의 개념에 대한 기능적
숙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이봉우 등은 3-10학년 과학교과서를 기초탐구과정 중
관찰 및 측정 탐구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관찰과
측정이 과학탐구의 출발점이자 과학적 개념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14].
셋째, 측정값의 처리와 해석에 대한 연구는 측정 오류
및 오차, 불확실도와 관련되며 측정값을 이론 또는 가설과
비교하는 등의 해석 행위를 주제로 수행되었다. Masnick과
Klahr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경사면에서 낙하하는 물체 실험에서 오류의 원인을 설명
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오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했으나, 학생들은 실험 오류들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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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지 못했으며 측정과 해석에 일관된 관점을 갖지 못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5]. Davidowitz 등은 측정값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 실험에서의 변수 처리 방
법, 가짜 (spurious) 자료 처리, 자료 세트의 비교를 다루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반복되는 측정값을
참값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복 측정 행위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16]. Davidowitz 등은
측정값의 처리와 측정 자료를 비교하는 행위가 자료의 수집,
발표, 해석 방법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며, 이 과정
이 실험 수행과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봉과 이성묵은 물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측정 자료의
불확실도의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대푯값의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오차의 원인이나 실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1]. Hudgins와 Reilly
도 측정과 해석의 긴밀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측정
행위는 실제 세계와 수학적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실험 결과와 이론의 불일치 상황을 마주한 학부생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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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 of experiment in the course of ‘Physics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II’.
Week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1th
12th
13th
14th
15th

Experiment
Orientation
Franck-Hertz experiment
Michelson interferometer
MBL(Luminance measurement, friction measurement,
sound analysis, Ohm’s law)
Physics in textbooks I
Measuring laser wavelength and CD lattice spacing
Microwave
Midterm exam
Physics in textbooks II
Photoelectric effect
Newton ring / Torsion balance
Small mass
Image by mirror and lens
Static electricity
Final exam

도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실제 세계에서 이론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17].
이와 같이 측정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측정과 관련
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을 통해 수집한 값을 적합한

둘째, 학생들의 측정 수행 및 측정값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학생들의 측정값 처리와 해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어떠한가?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참값과 비교하고,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인지하여 오차의 정도를 줄이거나 제거하

II. 연구 방법

고, 이를 과학 이론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측정 활동으로 수집한 측정값은, 학
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을 지지하거나 파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에 탐구 과정에서 측정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측정 활동 수행과 탐구 설계,
측정값의 처리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연구는 사범대학 물리교육 전공 학부생이 물리
실험 및 시범 강좌에서 측정 활동으로 설계된 실험 보고서
에 기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실험에서 학생들은
작은 질량 (small mass) 을 측정하는 도구를 간소화된 재료
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질량이 작은 물체들을 측정하였다.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보고서에 작성한, 개발된 도구의 과
학적 원리, 측정 과정 (측정 시행 횟수, 측정 수행의 오차에
대한 인식, 오차 처리,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측정값
처리 (측정값 표기, 유효숫자 계산), 측정값 해석 (측정값에
대한 신뢰 여부, 측정에서 적용된 가정)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에 사용한 도구의 개발 원리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 전공 학부생 25
명의 실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수강한 강좌는
사범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인 물리교육과 전공필수 강좌
인 물리 실험 및 시범2로 15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강좌는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중요 물리 실험 및
현대 물리학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 기술 및 이론을 이해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으며, 실험을 수행하고 난 후 학기말에는
관심 있는 실험을 선택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친 실험 과정
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
리 실험 및 시범2 강좌는 물리교육과 학부생 2학년을 대상
으로 개설한 과목이다. 해당 학생들은 자연대에서 개설한
일반물리학 및 실험1을 1학년 1학기에 수강하고 1학년 2
학기에는 물리교육과에서 개설한 일반물리학 및 실험2를
수강하였다. 2학년 1학기에는 물리 실험 및 시범1 강좌
수강한 이후, 물리 실험 및 시범2 강좌를 2학년 2학기에
수강한다. 즉, 연구 대상들은 학부 과정에서 네 번째 물리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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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Image and picture of measurement
device in the experiment manual.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2014년 2학기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
차시에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수행할 실험 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보고서와 중간/기말 고사 등의 평가 항목 등을
소개하였다. 추가로 기초 탐구 요소에 해당하는 측정과 관
련한 오차 처리, 유효숫자 계산, 자료 해석 방법을 소개하
고 강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별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3인 1조로 모둠을 배정하였다. 강좌
에서 수행한 실험은 프랑크-헤르츠 실험, 마이켈슨 간섭계,
MBL 실험, 레이저 파장 및 CD 격자 간격 구하기, 마이크로
웨이브 측정, 광전효과, 뉴턴링 / 비틀림 진자, 작은 질량
측정 실험,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 정전기 등이었다. 강좌
는 2차시부터 1조가 프랑크-헤르츠 실험, 2조가 마이켈슨
간섭계 실험 순으로, 한 차시에 9개의 조가 9개의 서로 다른
실험을 두 개의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차시와 15차시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고사에서는 실험 설계 및 실험 배경 이론에 대한 내용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계획서 상에 12주차로 제시된 작은
질량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작은 질량 실험은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도구를 만들어 작은 질량을 측정, 측정값과

참값을 비교, 오차 원인 탐색 및 처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도구는 스티로폼, 모눈종이, 빨대, 너트, 슬라이드 글라스,
고무줄, 핀, 핀셋, 면도칼, 자, 계산기, 전자저울이다. 실험
안내서에는 Fig. 1과 같이 작은 질량 측정 도구를 그림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측정 도구 개발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내되었다. 1) 슬라이드 글라스와 지우개 고무줄로
지지대를 만든다. 2) 빨대의 한쪽 끝에 너트를 끼운다. 3)
빨대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평형위치를 잡은 후 핀을 꽂
는다. 4) 빨대를 지지대 위에 올려놓는다. 5) 너트를 약간
돌려 가장 자리 쪽으로 이동시켜 빨대 끝이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스티로폼 판을 만들어 그 앞에 방안지를 붙여 눈
금판을 준비한다.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모눈종이 ,
의 질량을 측정하고, 의 모눈종이를 단위 질량으로 하여 A4
용지 , 머리카락 , 니크롬선 의 질량을 측정한다.
강의 진행에 대한 설명에 제시된 바와 같이, 9개의 조는
서로 다른 실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강좌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작은 질량 실험을 강좌 초반에 수행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강좌 후반에 수행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작은 질
량 실험은 실생활의 도구를 활용하여 작은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고안하여 질량을 측정하고 오차 처리와 오차의 원
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 질량 실험 안내서
에는 측정과 자료 처리와 관련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래의 10개 질문에 답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1. 핀을 빨대의 어떤 부분에 꽂았을 때 평형을 유지
하기 쉬웠는가?
질문2. 특정 위치에 핀을 꽂는 것이 평형을 잡기 쉬웠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3. 너트를 빨대의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면 빨대 반대
편이 위로 향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4. 본인이 제작한 작은 질량 측정도구의 측정값은
전자저울로 측정값과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 오차를 고려하여 신뢰 여부를
설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일까?)
질문5. 제작한 측정도구로 머리카락의 선밀도를 추측해
보자. 이 때 필요한 가정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시오.
질문6. 제작한 측정도구로 추정한 니크롬선의 선밀도의
값을 다른 조와 비교하고, 본인이 추정한 선밀도
값을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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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questions given to students.
Development
Confidence
of
Systematic Random
in
Questions
Error
measuring
error
error
measured
equipment
value
Q1
O
Q2
O
Q3
O
Q4
O
O
Q5
O
O
O
Q6
O
Q7
O
Q8
O
O
O
Q9
O
Q10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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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s’ responses to the principle of measurement device development.
Position of pin
Upper part
Lower part
No response

Number of
Keyword of
Number of
response
explanation
response
17
Torque
7
1
Potential energy
6
7
Center of mass
4
No response
8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측정 방법을 고안하는 질문으로
‘측정 장치 고안’으로 분류하였다. 질문 8은 오차의 요인을
설명하고 그 요인을 계통오차와 우연오차로 구분하는 질문
으로 ‘오차’, ‘계통오차’, ‘우연오차’로 분류하였다. 질문 9는
계통오차의 요인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질문으로 ‘계통오차’

질문7. 위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를 사용해서 작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시오.

로 분류하였다. 질문 10은 A4 용지, 머리카락, 니크롬선의

질문8. 이번 실험에서 오차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요인을 계통오
차와 우연오차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는 질문으로 ‘계통오차’, ‘우연오차’로 분류하였다.

질문9. 앞에서 분류한 계통오차의 요인을 바탕으로 자신
이 측정한 실험 장치의 계통오차 (Systemic Error)를 계산과정과 함께 설명해 보시오. (혹시 계
산이 힘들시, 어떠한 이유로 계산이 어려운 지에
대하여 적으시오)
질문10.A4 용지, 머리카락, 니크롬선에서 구한 오차 (우
연오차)와 계통오차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실험 안내서에 제시된 10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범주
화할 수 있었다 (Table 2). 범주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
구자는 질문에서 핵심적으로 묻는 내용 요소 중 작은 질량
측정 장치 고안과 오차 관련 요소를 추출하였다. 질문 1-3
은 작은 질량 측정 장치를 개발 원리를 묻는 문항으로 계
통오차의 요인 파악과 관련된다. 그러나 질문 1-3의 경우
계통오차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질량 측정 장치 고안’에 대한 질문으로 분류하였다. 질문
4는 작은 질량 측정 장치로 ‘측정한 값에 대한 신뢰 여부’
판단과 계산한 ‘오차’로 신뢰 여부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
하는 질문으로 분류하였다. 질문 5는 머리카락의 선밀도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측정 장치 고안’으로 분류하고, 이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으로도 판단되어 ‘계통오차’ 및
‘우연오차’로 추가 분류하였다. 질문 6은 자신의 측정값을
다른 조와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측
정값에 대한 신뢰’로 분류되었다. 질문 7은 동일한 실험

질량 측정값에 대한 계통오차와 우연오차의 크기를 비교하

III. 연구결과
1. 작은 질량 측정 도구 개발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학생들은 안내서의 지침을 따라 작은 질량 측정을 위한
간단한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안내서에는 제작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도구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
의 자유도가 제한되었다. 질문 1-3은 Fig. 1과 같이 빨대의
길이 중심이 아닌 너트가 고정된 방향으로 회전축이 위치
하며 기울어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질문 1-3은 이후 기술될 계통오차의 요인에
대한 인식과 측정 도구 개선과 관련된다. 따라서 관련된
질문 5와 질문 7에서 오차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측정 도구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본 절에서는 작은 질량
측정 도구 개발의 주요 원리인 빨대를 경사진 상태로 평형을
잡기 위해 핀을 꽂는 위치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 1과 2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은 빨대를 평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핀을 꽂는
위치(회전축의 위치)로 빨대 단면의 상단(25명 중 17명)을
대부분 선택하였고 하단으로 선택한 학생은 1명이었다. 25
명 중 7명은 핀을 꽂는 위치를 기술하지 않았다. 핀을 꽂는
위치에 대한 이유는 ‘포텐셜에너지’, ‘돌림힘’, ‘무게 중심’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 회전축의 위치를 하단으로 선택한
1명의 학생은 ‘무게 중심’ 개념으로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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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으로부터의 거리벡터와의 사잇각이

π
2

−θ

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트가 없는 L 부분보다
더 90◦ 에 가까워져서 돌림힘이 더 커져서 평
형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질량이
더 무거운 너트 부분의 sinθ 를 작게 만들어
돌림힘이 원래보다 작아지고, 너트가 없는 L
Fig. 2. Example of the modeling of developed micrometer (Student7).

부분은 반대로 sin값이 커져서 돌림힘이 원래
보다 커졌다. 그래서 평형을 맞추기가 용이한
상황이 된다.

첫째, 포텐셜에너지 개념을 이용한 경우, 포텐셜에너지의

한편, 돌림힘을 사용하여 설명했지만 안내서에 제시된

2계도 함수가 양수면 안정한 상태라는 설명이 대부분이었

측정 도구 개발 원리를 적합하게 설명하지 못한 예시는 아

다. 이 학생들은 평형상태에 대해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래와 같다. 학생18은 회전축인 핀과 수평면 사이의 각도를

지식과 회전축의 위치 결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

고려했지만, 측정 도구의 양쪽 팔에 대한 사잇각이 작아지

로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학생13은 ‘무게 중심이 회전축

는 부분을 보고서 상에서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였다. 학생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와 ‘포텐셜에너지의 이계도 함수값이

19는 돌림힘과 무게 중심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회전축이

양수여야 안정한 상태’를 연결하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빨대의 길이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핀이 빨대의 단면의

학생20의 설명과도 유사했다.

윗부분에 꽂아야 안정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학생13: 무게 중심이 회전축의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학생18: 돌림힘 계산시 사잇각을 고려하여 핀을 빨대

다른 위치는 포텐셜에너지를 두 번 미분한 값

의 단면 위쪽에 고정한다. 빨대 단면의 윗부

이 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에 꽂을수록 사잇각이 작아지므로 돌림힘

학생20: 중간이나 아래 부분보다 안정하며 평형상태
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핀을 빨대의

역시 작아진다. 돌림힘이 작아서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윗부분이 평형을 잡기 좋다.

윗부분에 꽂음으로서 빨대의 무게 중심이 회

학생19: 윗부분에 핀을 꽂을수록 핀+빨대 질량체의

전축의 아래에 있게 된다. 따라서 빨대의 포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이 위 방향으로 이동하

텐션이 음수가 되어 빨대가 안정되고 너트에

면서 중력에 대한 돌림힘을 더 크게 받는다.

의한 회전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위의

질량체의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을 낮춰 안정

두 경우보다 평형을 잡는데 용이하다.

한 구조를 유지하고자 핀은 아래쪽에 꽂는 것

둘째, 돌림힘 개념을 이용한 설명의 경우, 물리적 모형을

이 유리하다.

설정하여 핀의 위치를 분석적으로 제시한 설명과 개념적으

셋째, 무게 중심 개념을 사용한 경우, 회전축이 무게 중심

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

상단에 위치해야 양단에 물체를 놓아도 평형 상태를 유지할

7은 측정 도구를 모형화 하여 (Fig. 2) θ1 과 θ2 의 크기가

수 있다고 학생들은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2는 무게

달라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중심 ‘부근’에 회전축이 위치할 경우에만, 양쪽에 물체가

학생7: 중간 부분에 핀을 꽂으면 핀을 중심으로 양
쪽의 질량 중심 (무게 중심) 과 핀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기울어진 각도는 같아진다. 그러
면 무조건 핀을 기준으로 양쪽의 질량과 핀
으로부터의 거리의 곱이 같아야 한다. 즉,
m1 r1 = m2 r2 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작은

놓여도 조금 회전한 상태로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학생23도 무게 중심 상단에 회전축이 위치하고
평형에서 ‘약간’ 벗어날 경우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학생24는 측정 도구 양단에 물체
를 놓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게 중심이 회전축 아래에
위치할 때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질량을 달았을 때, 평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학생2: 빨대의 윗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일 것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핀을 꽂

이다. 정확히 무게 중심에 핀을 꽂았다면 빨

으면 너트의 질량이 큰데 위의 그림과 반대로

대는 수평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

θ2 가 θ1 보다 작아지고 이것은 거꾸로 중력과

근에 핀이 꽂혀서 와 의 미세한 차이로 빨대가

Colleg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Measurement Skill · · · – Youngrae Ji · Hunkoog Jho

553

조금 회전한 상태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무
게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면 빨대가 수평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커져서 어느 한 쪽이 바닥에
닿아버린다.
학생23: 무게 중심 위에 핀을 꽂은 경우 평형에서 약
간 벗어날 경우 무게 중심이 반대쪽으로 힘을
작용하여 다시 무게 중심과 받침점이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학생24: 무게 중심이 하단에 있어야 물체가 안정적으
로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

2. 반복측정 횟수의 부족과 유효숫자 처리 미숙
측정값은 참값과 달리 고유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영역에 분포한다. 따라서 측정값을 실험을 통해 얻
어내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의 분포 범위를 기술해야
한다. 측정값의 분포 범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복 측정
이 필요하다. 반복 측정을 해야 하는 횟수에 대한 정해진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측정한 값을 신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 시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Table 4에
모눈종이와 A4용지에 대한 질량과 면적 측정 횟수를 제시
하였다. 측정값의 제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모눈종이 한 장 전체의 면적을 측정할 때 25명의
학생 모두 하나의 측정값만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모눈종이의 면적을 하나의 ‘정확한’ 고유값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후 측정된
다른 측정값의 경우 두 차례 이상의 측정 시도를 보인 것에
반해, 학생들이 모눈종이의 면적을 하나의 측정값만 제시한
것은 실험 초기 단계부터의 오차가 전이될 우려가 있다. 이
는 실험에서 측정값이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의 측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험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값은
A4 용지의 작은 조각, 머리카락, 낚시줄의 질량이다. 또는
모눈종이의 전체 면적은 작은 질량 측정 도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량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참값 또는 고유값을
이용해 도구 제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Davidowitz [14]의 보고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반복되는 측정값(recurring value)을 참값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값이 반복하여 측정하고 복제하듯이
(replicating) 기록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모눈종이 한 장 면적의 측정 이외의 다른 측정값의
제시에서도 한 차례의 측정값만 제시한 경우가 25명 중 1012명으로 측정값을 5개 이상 제시한 횟수보다 모두 많았다.

Fig. 3. Example of the calculation of significant figure
(Student 2).
5번의 측정값을 기록한 측정 대상은 모눈종이 1 cm2 의 질
량(14명), 모눈종이 0.25 cm2 의 질량(14명), A4용지 한 장
면적(6명), A4용지 한 장 질량 (7명), A4 용지 0.25 cm2 의
질량 (10명) 이었다.
셋째, 일부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물리량
에만 초점을 두어 목표 측정값 이전의 측정값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A4용지 한 장 면적에서 8명, A4용지
한 장 질량에서 6명, A4 용지 0.25 cm2 의 질량에서 3명이
보고서에 측정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개발한 측
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는 물리량이 A4 용지 0.25
cm2 의 질량이다. 최종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해야 하는 물리
량인 A4 용지 0.25 cm2 의 질량 이전에 수집한 측정값들이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에서는 측정값에 대한 유효숫자 처리 결과를 제
시하였다. 모눈종이 (1개), A4 용지 (3개), 머리카락 (1개),
낚시줄 (1개) 의 측정값에 대한 유효숫자 처리를 분석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6개 항목에서 유효숫자 처리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측정값이 제시된 경우는 평균 25개의 측정값 중 13.8
개였다. 유효숫자 처리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는 학생
들이 측정값을 하나만 제시하거나 측정값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유효숫자 처리의 판단하기 어려운 측정값 제시는
모눈종이 질량 11건, A4용지 면적 14건, 개발한 도구로 A4
용지 작은 질량 측정 8건, 전자저울로 A4 용지 한 페이지
질량 측정 18건, 머리카락 질량 측정 8건, 낚시줄 질량 측정
8건이었다. 한편, 자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유효숫자 처리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자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면적을 측정값 중 14개, 전자저
울을 이용한 A4 용지의 질량 측정값 18개가 해당되었다.
둘째, 학생들은 유효숫자를 적합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6개 항목의 측정값에서 평균 3.8개의 측정값이
유효숫자를 적절하게 계산하였다. 유효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경우는 10.0개였다. 학생들은 유효숫자 처
리에서 나타난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에도 유효숫
자를 다르게 제시, 2) 측정값의 합과 곱셈 과정에서 유효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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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udents responded to the number of measurement attempts.
Target of Measurement
Grid paper
A4 paper
Avg. Number
Unit
A piece
1 cm2
0.25 cm2
A piece
A piece
0.25 cm2
Physical quantity
Area
Mass
Mass
Area
Mass
Mass
Measurement tool
Ruler Electronic scale Electronic scale Ruler Electronic scale Mass Micrometer
Once
25
11
11
10
12
12
14.0
Number of
Twice
1
0.2
measurement Five times
14
14
6
7
10
7.4
attempts
none
8
6
3
3.4
Total
25

Table 5. Student responses to the calculation of significant figures.
Target of Measurement
Grid paper
A4 paper
Hair Fishing line Avg. Number
Physical quantity
Mass
Area
Mass
Mass
Mass
Mass
Measurement tool
Electronic scale Ruler Mass Micrometer Electronic scale Mass Micrometer
Right
5
1
3
2
6
6
3.8
Calculation of
Wrong
9
10
14
5
11
11
10.0
significant
No judgeable
11
14
8
18
8
8
11.2
figure
data presented
Total
25

자 처리 미숙.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났다. 학생
2는 모눈종이 한 장의 질량 측정값을 ‘2.32 g, 2.315 g, 2.32
g, 2.3 g, 2.315 g’로 제시하고 질량의 평균값을 ‘2.314 g’로
제시하였다 (Fig. 3). 제시된 측정값의 유효숫자가 다르고
유효숫자 계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평균값을 제시하
였다. 또한 모눈종이 한 장의 넓이로 제시된 330 cm2 은 유
효숫자가 2개인지 3개인지 모호하게 채 제시되고 있었다.

3. 계통오차 및 우연오차의 요인에 대한 응답
실험보고서에 학생들이 제시한 계통오차의 요인은 Table
6과 같다. 학생들이 보고서에 기술한 계통오차의 범주는 1)
측정 과정 2) 측정 도구의 정확성 3) 측정 도구 개발 과정으
로 분류되었다.
첫째, 측정 과정으로 분류된 계통오차는 ‘각도 측정의
어려움 (11건)’, ‘학생들이 개발한 작은 질량 측정 도구의
흔들림 (6건)’, ‘적은 시행 횟수 (1건)’이었다. 각도 측정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개발한 작은 질량 측정 도구의 흔들림은
측정 방법이나 측정 도구의 개선을 통해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은 계통오차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횟수를 늘려서 오차를 줄이는 것은 우연오차로 분류
되어야 하지만, 1명의 학생이 계통오차로 분류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정확성으로 분류된 계통오차는 ‘학생
들이 개발한 작은 질량 측정 도구 눈금의 부정확함 (6건)’,

Table 6. Student responses to the factors of systematic
error.
Number of
responses*
Difficulty in measuring the angle
11
Shaking of developed measurement
6
Process of
tools
measuring
Low number of trials
1
Sub-sum
18
Inaccuracy of the scale of the devel6
Precision of oped measuring tools
6
measurement Friction between pin and support
Inaccuracy
of
tools
such
as
electronic
4
tools
scales, rulers, and knives
Sub-sum
16
Uneven
mass
of
grid
paper
pieces
6
Process of
Difficulty
in
placing
objects
3
making a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s
2
measurement
based on smaller smile mass
tools
Sub-sum
11
Total
45
Factors of systematic error

*Multiple counting was applied.

‘핀과 지지대 사이의 마찰 (6건)’, ‘전자저울, 자, 칼 등의
정밀하지 못함 (4건)’이었다. 이 중 학생들이 제작한 작은
질량 측정 도구와 관련된 계통오차는 눈금 만들기와 핀과
지지대 사이의 마찰력이 계통오차 요인으로, 측정 대상을
준비하는 과정(모눈종이 조각, A4 용지 조각 등)과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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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udent responses to the factors of random
error.

Table 8. Students’ responses to judging the reliability of
measured values.

Number of
responses*
External force
3
Factors by Breath of observer
2
surrounding Movement of another group
2
Sub-sum
7
Inexperience of using tools (ruler,
3
scissors, knives, etc.)
Starting point of measurement tool
3
Manipulation is different for each trial
of tools
Low number of trials
2
Difficulty of fixing the measuring
1
tool
Sub-sum
9
Inaccuracy of
Inaccuracy of measuring with eyes
1
observation
Unknown factor
1
Uniformity of material
1
Etc,
Object is not a material point
1
Sub-sum
3
Total
20

Number of
responses*
Judged as error with true value
5
The electronic scale measurement
3
and the measurement micrometer
Confidence in measurement are within the error
range.
measured
Trust in the idea of experimental
2
values
methods
Work hard to carry out experiments
2
Start point is constant
1
Sub-sum
13
Low number of trials & Limitations
1
No confidence of measuring devices
in measured There are few ways to reduce sys1
tematic error
values
Sub-sum
2
Cannot judge I could not get a true value
1
Total
16

Factors of systematic error

*Multiple counting was applied.

Decision

The reason why

*Multiple counting was applied.

만 우연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연오차로 분류한 응답도
적절하다.

도구의 측정값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값을 얻어내는

셋째, 소수 의견으로 ‘육안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

과정과 관련된 계통오차로 전자저울, 자, 칼 등의 정밀하지

는 관찰의 불확실성 (1건)’, ‘알 수 없는 요인 (1건)’, ‘측정

못함이 계통오차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작은 질량 측정 도구 개발 과정으로 분류된 계통오

대상의 비균질성 (1건)’, ‘측정 대상이 질점이 아니라는 점
(1건)’이 우연오차로 제시되었다.

차는 ‘측정 도구 개발시 사용되는 모눈종이 조각의 질량의
균일하지 못함 (6건)’, ‘개발된 작은 질량 측정 도구에 측정
대상을 위치하기 어려움 (3건)’, ‘더 작은 단위의 눈금을 갖

4. 측정값의 신뢰 여부 판단과 이유에 대한 설명

는 작은 질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지 못함 (2건)’이었다.
한편, 실험보고서에 학생들이 제시한 우연오차의 요인은
Table 7과 같다.

측정값에 대한 신뢰 여부와 그 이유를 보고서에 기술하
도록 요구하였다. 측정값 신뢰 여부에 대한 질문에 25명의

첫째, 학생들은 외부 요인인 ‘외력(3건)’, ‘관찰자의 입김

학생 중 11명이 응답하였으며 무응답은 14명이었다. 본

(2건)’, ‘다른 조의 움직임 (2건)’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인이 측정한 측정값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 신뢰한다는

우연오차로 설명하였다. 우연오차는 측정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와 신뢰하지 못함이

양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인 오차를

혼용되어 기술 (1명), 신뢰하지 않음 (1명), 판단하지 못하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과 같은 외력, 관찰자의 영향, 다른

겠음 (1명) 순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4명의 학생이 복수의

조의 움직임에 의한 진동 등은 확률적인 오차를 발생시킬

이유를 제시했으며 측정값이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수 있는 우연요차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15개의 설명을 확인하였다 (Table 8 참조). 측정값을 신

둘째, 실험 기구의 조작과 관련하여 ‘도구 사용의 미숙

뢰한다는 근거로 제시된 설명은 13건, 신뢰하지 못한다는

함 (3건)’, ‘측정 시행마다 달라지는 시작점의 위치 (3건)’,

근거로 제시된 설명은 2건,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적은 시행 횟수 (2건)’, ‘측정 도구 고정의 어려움 (1건)’을

응답에 대한 설명은 1건이었다.

우연오차로 설명하였다. 이 때 측정 도구 고정의 어려움은

첫째, 측정값을 신뢰한다고 응답 13건은 다음과 같았다.

측정 도구의 개선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므로 계통오차로

‘참값과의 오차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 (5건)’, ‘전자저울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측정 시행마다 달라지는

측정값과 작은 질량 측정 도구의 측정값의 오차 범위를 고

시작점의 위치’도 측정 도구의 개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

려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 (3건)’, ‘실험 방법의 아이

556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5, May 2019

디어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값을 신뢰한다는 설명
(2건)’, ‘실험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측정값을 신뢰한다는
설명 (2건)’, ‘측정 도구의 시작 위치가 일정했기 때문에 측
정값을 신뢰한다는 설명 (1건)’이었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일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참값과의 오차의 크기를 통해 신뢰
학생11: 전자저울 측정값과 0.4 g 오차. A4 용지가 5 g
정도라는 점에서 오차는 아주 작지는 않지만
큰 것도 아니어서 꽤나 정확한 실험이라 결론
학생13: 5% 정도의 오차를 보이므로 나름 신뢰. 하지
만 눈금을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학생15: A4 용지의 질량 측정 결과 오차는 3.76%. (중
략) 오차율로 보면 조금은 크게 느껴질지 모
르지만 매우 작은 질량에서의 오차이므로 오
차의 크기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정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20: 4.6%의 오차율로 꽤 정확한 실험. 실험에서
의 오차를 보면 0.16인데 이는 평균값을 기준
으로 ±0.16 g 사이에 평균값이 존재함을 의
미한다. 그만큼 정밀한 실험이었다고 할 수

둘째, 측정값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2명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였다. ‘시행 횟수가 부족 측정
장치의 한계 때문에 측정값을 신뢰하지 못함 (1건)’, ‘계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어 측정값을 신뢰하지 못함
(1건)’이었다.
• 계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어 신뢰하지 못함.
학생10: 실험 방법의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신
뢰한다. 하지만 오차의 범위를 산출하는 데
있어, 측정 방식의 계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어 신뢰롭지 못했다.
• 시행 횟수 부족과 측정 장치의 한계에 대한 보정이 되지
않아 신뢰하지 못함.
학생19: 무엇보다 이 실험의 맹점은 단위계인 모눈종
이 한 칸조차 실험값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다. 즉 오차율은 단위계인 모눈 한 칸에 대한
분산 확률과 측정 대상인 물체에 대한 분산
확률을 곱한 형태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두 번에 걸친 오차 계산을 한다는 의
미이다.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행 횟수와
측정장치(모눈종이)의 한계에 대한 보정이 이
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량 마이크로미터가
정확한 값을 측정한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의 질량 마이크로미터
로 측정한 값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IV. 요약 및 제언

할 수 있다.
• 전자저울 측정값과 작은 질량 측정 도구의 측정값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신뢰
학생10: 전자저울 측정값과 측정 마이크로미터 측정
값이 서로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학생22: A4의 오차율은 4.30%로 실험값이 참값의 오
차에 들어감. A4는 규격화되어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측정값들과 달리 오차가 매우 적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꽤 정확한 실험이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실험 방법의 아이디어를 신뢰
학생 14: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질량의 정수배와 무
게가 비슷해지는 물체의 측정하기 위해 노력
함. 그렇다면 그 측정값을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범대학 물리교육 전공 학생들의 실험보고서
에 제시된 측정 탐구요소에 대한 이해와 측정 수행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작은 질량 측정 도구 개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분석
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부 학생들은
도구 제작 원리에 비중을 두지 않고 보고서에 기술하지 않았
다. 측정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도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계통오차를 인지하고
감소시키는 데 측정 도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실험 안내서의 초반부에 회전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후반부에 계통오차의 요인
과 계통오차 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5명 중 7명의 학생들은 오차 요인 및 계통오차 감소 방안
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측정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였다.
즉, 측정 도구가 왜 그렇게 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측정값을 수집하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명 중 17명은 회전축이 윗부분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돌림힘 (7명), 포텐셜에너지 (6명), 무게중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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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측
정 도구의 원리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를 테면, ‘회전축이 위에 있어야 포텐셜에너지의 2계도
함수가 양수이므로 안정적’, ‘무게 중심이 회전축의 하단에
있어야 물체가 안정적’, ‘회전축이 위에 있어야 사잇각이
작아져 돌림힘이 작아짐’ 등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는
교수자가 학생들이 현상을 모델링한 후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탐구 및 실험 수업 설계, 수업 중 지도, 환류 전
반에 걸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이 측정도구의 정밀함을 향상시키고 계통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측정 횟수가 적음을 우연오차의 주요 원
인으로 인식한 것과 달리 수행 과정에서 적은 횟수의 측정
을 시도하였으며 측정값의 유효숫자 처리에 미숙하였다.
대표적으로 모눈종이 한 장의 면적 측정은 25명 모두 1회
의 측정값만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1회의 측정 시도만을
보고서에 적은 학생은, 모눈종이 1 cm2 와 0.25 cm2 질량
측정에서 11명, A4 용지 면적 측정에서 10명, A4 용지 0.25
cm2 의 질량 측정에서 12명이었다. 또한 최대 5회의 측정만
수행한 학생은, 모눈종이 1 cm2 와 0.25 cm2 질량 측정에서
14명, A4 용지 면적 측정에서 6명, A4 용지 0.25 cm2 의 질
량 측정에서 10명이었다. 25명 모두 6회 이상의 측정값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5회 이내의 측정값
을 암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시도 횟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uffler 등 [10]이 주장했듯, 개별
측정값을 모두 참값으로 인식하는 포인트 패러다임 (point
paradigm) 에서 각 측정값은 참값에 근사하는 값이며 참값
과의 편차의 무작위성에 대한 통계적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
세트 패러다임(set paradigm)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Hart 등 [18]이 제안한
것처럼, 동료가 수행한 실험을 학습자가 다시 수행하고 과
학 공동체 안에서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verification) 위해
의사소통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25명의 학생 중 3.8명만이 6개의 물리량의 측정
에서 유효숫자 처리를 정확하게 하였다. 유효숫자 처리가
잘못된 학생은 10.0명이었으며, 11.2명의 보고서에서는 유
효숫자 처리를 판단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측정값 제시에서 두 가지 양상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했지만 유효숫자의 개수가 다르게
제시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유효숫자를 통해 평균값을
계산하여 대푯값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된 값의 합과
곱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계통오차로 측정 과정 (18건), 측정 도구의 정확성
(16건), 측정 도구 개발 과정 (11건) 에서 발생하는 오차들
이 제시되었으며, 우연오차는 외부 요인(7건), 도구 조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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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함 (7건) 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기술되었다. 이는 복수
응답을 고려하였을 시 계통오차의 요인이 45건, 우연요차의
요인이 20건으로, 우연오차보다 계통오차에 대한 요인이 더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계통오차로 제시된 요인 중 우연오차로 분류되어야 할
요인들이 제시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적은 시행 횟수’, ‘측정 대상을 일정한 위치에 놓기 어려
움’, ‘측정도구 고정의 어려움’, ‘측정 도구 사용의 미숙함에
따른 측정 대상의 비균일성’ 등의 요인의 경우, 일부 학생
들은 계통오차로 설명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우연오차로
제시하고 있었다. 계통오차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
들이며 측정값을 보정하여 측정값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우연오차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으며 반복 측정에서
발생하는 측정값의 불가피한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
생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거나 도구 조작의 미숙함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들을 우연오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 즉 도구의 정
밀함이 아닌 사용자의 미숙함을 오차의 원인 (source) 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차의 분류는 실험의
개선 방식(측정 도구를 개선하거나 우연 효과를 통계 처리)
을 결정하고 측정값의 처리 및 해석에 관련되므로 우연 오
차와 학생들의 인식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측정값의 신뢰 여부 판단에 대해 신뢰(8명), 신뢰하
지 않음 (1명), 신뢰와 신뢰하지 못함 혼용 (1명), 판단하지
못함 (1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신뢰 여부 판단 이유로
16건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측정값을 신뢰한다는 이유는,
참값과의 오차가 작음 (5건), 전자저울과 작은 질량 측정
도구의 오차 범위가 겹침 (3건), 실험의 아이디어를 신뢰
(2건), 실험을 열심히 수행함 (2건), 측정 도구의 시작점이
동일하게 조작함 (1건) 으로 나타났다. 참값과의 오차가 작
다는 것을 측정값 신뢰의 이유로 제시한 학생들은 5% 이
내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5%
이내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측정값을 신뢰한다는 인
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값을
처리할 때 90, 95, 99%의 신뢰구간으로 모수의 정밀한 정
도를 추정하는데 95%의 신뢰구간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학생들에게 익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자유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신뢰구간을 적용하고 모수의 정밀도
를 추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의 아이디어나 실험
의 태도로 측정값을 신뢰하고 있다는 설명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측정불확도 및 측정값의 해석에 대해
충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측정값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계통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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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행 횟수 부족과 장치의 한계가 보정되지 못함 (1건)
이 제시되었다.

[2]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

이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탐구요
소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탐구요소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안내된 실험

ton, 1996)
[3] Ministry of Education,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15).

을 고안하고 실험 안내서 및 교수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할

[4] Ministry of Education, 2009 Revised National Sci-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은 측정을 중심으로

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09).

준비된 10개의 질문을 실험 안내서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5] Ministry of Education, 2007 Revised National Sci-

실험 안내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실험보고서를 작성할 때
측정값의 오차 범위, 오차 요인, 신뢰도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정리하도록 안내하였다. 일반적인 탐구 활동에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초 탐구 기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학부 1학년
실험 강좌부터 기초 탐구 기능을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면,
차후에 진행되는 실험보고서 작성 및 탐구 수행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다.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차원에서 기초 탐구 기능
중심으로 고안한 실험을 개발하고 탐구 수행 및 실험 보고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자료를 일반물리학
실험과 물리실험 및 시범 강좌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된 실험 이후 제출

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07).
[6] Ministry of Education, 7th National Sci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1997).
[7] S. Lee and and B. Lee, New Phys.: Sae Mulli 68,
411 (2018).
[8] J. Soh, H. Jong and Y. Ju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0, 1 (2000)
[9] F. Lubben, B. Campbell, A. Buffler and S. Allie,
Sci. Educ. 85, 311 (2001).
[10] A. Buffler, S. Allie and F. Lubben, Int. J. Sci. Educ.
23, 1137 (2001).

된 실험 보고서에 대한 환류가 즉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11] I. Kim and J. Kim, New Phys.: Sae Mulli 63, 985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실험보고서 외에 같은 학기에
제출된 실험보고서의 오차 요인 및 측정값의 처리에서, 학

[12] I. Kim and J. Kim, New Phys.: Sae Mulli 62, 601

생들의 측정값 처리 및 해석에서 발생한 문제는 본 연구에

(2013).
(2012).

서 분석한 작은 질량 실험 보고서와 유사하였다. 이는 기초

[13] K. Kok, B. Priemer, W. Musold and A. Masnick,

탐구 기능 중심의 실험 수행 및 보고서 작성 후 즉시적인

Phys. Rev. Phys. Educ. Res. 15, 010103 (2019).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14] B. Lee and B. Park and H. Kim, Journal of Korean

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상세히 기록된 예시 보고서를 공유하
여 측정값의 처리에 대해 숙지시키거나,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모둠 활동을 거쳐 교수자가 정확한 지침을 강의하는
방식과 같은 수업 전략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7, 421 (2007)
[15] A. M. Masnick, D. Klahr,

J. Cogn. Dev. 4, 67

(2003).
[16] B. Davidowitz, F. Lubben and M. Rollnick,

J.

Chem. Educ. 78, 24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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