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교육학박사학 논문

예비교사를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개발  용
TheDevelopmentandApplicationof

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Emphasis

onthe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

forPre-serviceTeachers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물리 공

강  영  창



예비교사를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개발  용
TheDevelopmentandApplicationof

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Emphasison

the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

forPre-serviceTeachers

지도교수  이  성  묵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물리 공

강 영 창

강영창의 박사학 논문을 인 함

2012년  12월

원 장 송 진 웅 (인)

부 원장 동 렬 (인)

원 장 병 기 (인)

원 이 경 호 (인)

원 이 성 묵 (인)



-i-

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 비교사들의 어려움에 해 분석하 고, 비교사를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으며,물

리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 설계틀을 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은 과학 연구의 수단이며,과학과 교수 학습에서도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실험은 과학을 다른 교과와 구

별 짓는 큰 특징이며,과학 교육의 심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

처럼 과학 교육에서 실험수업이 요하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정량 인 실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성 인 찰활동

형태로 불균형 인 실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정량 인

측정 실험에서는 측정 불확도 개념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측정 실험 교육을 한 활동지를 제작해보도록 하여 어려

움을 분석해 보았고,이에 한 안으로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제안하고,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측정 불확도 개념을 학습한 비교사들을 상으

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도록 하여 실험 활동지 제작에서 겪는

비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먼 물리교육을 공한 비교

사 21명에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측정 실험을 선택하도

록 하여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 다. 비교사들이 측정 불확도 개념을 학습하 다고 하더라도,

학습한 측정 불확도 개념을 실제 학교 장에 바로 용할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2009개정 물리 교과서에 따르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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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물리 실험이 많지 않으며,측정 불확도를 고려한 탐구

활동 한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교사의 실험 활동지 구성 능력

은 학교 장의 실험 수업의 질에 향을 것이다.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의 활동지를 구성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비교사들의 어려움 분석은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어려움 분석을 해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평가를 한

거를 세우고, 거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변인 설정,표 작성,그

래 표 분석,측정 불확도 표 분석의 역에서 어려움

이 발견되었다.다음으로는 실험의 주제를 제한시켜서 측정 실험

의 활동지 제작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비교사들의 어려움을 살

펴보기 해 물리교육을 공한 비교사 15명과 물리교육을 공

한 학원생 9명을 상으로 물리상수 측정실험을 구성하기 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 다.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력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제시해 주고,실험 활동지를 제작

하도록 하 을 때,공통 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의 경향을 확인하

다.그 결과 표 작성,그래 표 분석,측정 불확도 표 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살펴본 비교사들의 어려움과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측정 불확도를 고려한 실험 수업 구성을 돕는 “측

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제작하 다.그리고

개발한 설계틀을 물리교육을 공한 비교사 학원생 18명에

게 용해 보았다.그 결과 설계틀의 용을 통해 측정 실험 활동

지 구성 요소 측정 불확도 용에 한 비교사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비교사의 측정

불확도 개념의 필요성에 한 인식의 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설계틀을 다른 물리 측정 실험에 용해 보고, 비

교사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측정 불확도를 이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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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지를 수정하거나,변수들의 합성 불확도를 고려하여 변수

의 크기 범 를 설정하고,측정기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설계틀에서 강조하는 그래 를 이용한 결론 도

출 측정 불확도 분석의 두 가지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오차 측정 불확도가 최소화된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비교사들의 정량 인 측정 실험 수업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특히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이러한 어

려움을 돕기 해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

틀”을 개발하고 용하는 교육을 하 을 때, 비교사들에게 유의

미한 인식의 변화를 주고,최소의 측정 불확도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지니는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주요어 :측정 불확도,물리실험,실험설계, 비교사

학 번 :2005-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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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동기와 목

자연 과학에서 실험은 매우 요한 수단이다.실험은 자연 상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이미 알려진 지식을 증하기 한 활동이며,가

설을 검증하기 한 조작이다.실험은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 자연 상들

사이의 인과 계를 규명할 목 으로 수행되며,자연을 간섭하거나 조건을 통

제,조작하고,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들을 찰하거나 측정, 측하는 탐구

기능이다.실험은 독립변인 이외의 모든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독립

변인의 향을 받은 종속변인을 찰한 다음,그 결과를 분석하여 두 변인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계를 규명함에 그 목 이 있다(박승재,조희형,

1998).

학교 과학교육에서도 실험활동은 다양한 과학 탐구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

문에 과학교육의 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그러나 학교 실험 수업에서는

의미있는 과학 탐구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학교 과학 교과서 물리

실험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실험 활동에는 실

험을 설계하고,실험 결과에 해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의

사소통하는 과정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학생들 역시 이러한 과학

방법이나 과정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 하 다(김희경,2003).이에 따

라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경험하게 하기 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문

제를 설정하여 탐구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고,‘문제 제시’,‘실험 장치’,‘실험 과정’,‘데이터 처리 방법’,‘결과 해석’과

같은 탐구의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도 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oychouhuryA.,RothW.,1996;황성원,박승재,

2001).그러나 학생들에게 개방성이 높은 탐구 실험과제를 제시하여 정량

인 탐구활동을 수행하게 하 을 경우,학생들은 여러 변인을 다루고,신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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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당한 측정을 하며,정량 으로 결과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

음을 확인하 다(황성원,박승재,2001). 한 측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

차나 측정 불확도에 해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하

는 경우도 드러났다(이재 ,이성묵,2006a).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학생들은 찰과 실험을 통해 스스

로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그리고 학생들은 찰과 실험 활동에 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게 된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 수업을 한 실험 활

동지가 교과서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험 수업을 해서는

교사가 실험 활동지를 구성해야 한다.결국 교사의 실험 활동지 구성 능력이

실험 수업의 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정량 인 측정이 포함되는 실험

의 경우 실험 활동지의 구성에 한 명확한 기 이 없기 때문에 교사에 따

라 다양한 실험 활동지가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측정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 개념이 요함에도(Deardoff,2001;서정

아,2002;이재 2006)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측정 불확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과학 고등학교의 문교과인 물리 실험에서만

실험의 기 인 내용으로서 측정 불확도 내용이 언 되고 있으나,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부분의 학생들은 측정 불확도에 한

개념을 소홀히 한 채 실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측정 불확도에

한 교사 재교육 비교사의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를 제작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조사하 고,이를 바탕으로 물리 측정 실

험 활동지 제작에 도움을 수 있는 물리 측정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다.

특히 측정 불확도 개념 심의 실험 설계틀을 개발함으로써 정량 인 측정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 개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이러한 설계틀을

비교사들에게 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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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에서 근하도록 하 다.첫째는

비교사들의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고,둘째는 어려움을 돕기 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에 한 구체

인 연구 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사들이 물리 측정 실험 수업을 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 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2)물리 측정 실험 수업 활동지 구성에서 나타난 비교사들의 어려움을

돕기 해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Physics

ExperimentFrameworkwithEmphasisontheConceptofMeasurement

Uncertainty")을 개발하 다.설계틀을 용해 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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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개요

아래의 [그림 II-1]은 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의 개요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II-1]연구의 개요

연구 1에서는 비교사를 상으로 측정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특히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

았는데,먼 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에서 측정이 포함된 실험

을 주제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도록 하여 다양한 실험 주제에 해 나타나

는 비교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하 다.다음으로는 물리 상수를 측정하는 실

험으로서 단진자의 주기 측정을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이라는 한 가

지 주제를 제시하고,실험 활동지를 구성하도록 하여 측정 실험의 활동지 구

성에서 비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인 어려움을 확인하 다. 의 어려

움 분석은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분석,측정 불확도 표

분석의 네 가지 역으로 구성된 평가 거에 기 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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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연구에서 확인한 네 가지 역에서의 비교사들의 어려움과 문헌을

참고하여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고, 용시

켜 보았다.설계틀 개발을 한 참고문헌으로는 측정 탐구가 잘 제시되어 있

는 싱가포르 물리 실험 교과서의 내용을 반 하 으며,측정 불확도 개념은

ISO 측정 불확도 표 기 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이 게 개발된 설계틀

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설계틀을 용하는 활동을 실시하 고,양 연구

분석에 의해 비교사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고,질 연구 분석에 의해 설

계틀 용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4.용어의 정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측정(Measurement)

측정은 측정량의 값,즉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한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다.일반 으로,측정결과는 측정량의 값에 한 근삿값 는 추정값일 뿐이

므로,그 값에 한 측정 불확도가 함께 명시될 때에 비로소 완 해진다.

(2)오차(Errorofmeasurement))

오차는 측정결과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으로 정의하는데,일반 으로

측정에는 여러 가지 불완 한 요소가 있으므로 측정결과에는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3)측정 불확도(MeasurementUncertainty)

측정결과에 련하여,측정량을 합리 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

내는 라미터이다.측정 불확도는 일반 으로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크게 두 부류로 나 수 있다.한 부류는 여러 번 측정한 결과의 통계

인 분포로부터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 시험 표 편차로 나타낼 수 있고,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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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는 마찬가지로 표 편차로 나타낼 수 있지만,경험이나 다른 정보에 근

거하여 가정한 확률분포로부터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 보정을 한 후의 측정결과는 우연히 측정량의 값에 매우 가까울 수

도 있으며 따라서 오차는 매우 작을 수 있다.그러나 측정결과의 불확도는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 불확도와 오차는 구별하여야 한다.

(4)물리 실험 설계틀(Physicsexperimentframework)

물리 실험 설계틀은 물리 실험 교육에서 실험을 설계를 돕기 해 본 연구

에서 제작한 틀을 말한다.실험 설계틀에는 실험 기구의 설정부터 실험 결과

도출 등 실험 반 인 과정을 포함하며,설계틀 작성을 통해 실험 수업의

구성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5.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연구 상에 있어서 서울 소재 1개 학의 물리 교육을 공한 소수의

비교사 집단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의 제한 을 지닌다.연구의

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실험 교육만큼 교사의 재교육

비교사의 교육이 요하므로 비교사라는 집단을 상으로 하 다.그리

고 물리 과목의 요한 특징 의 하나가 실험이므로 물리 교육을 공한

비교사를 상으로 삼았다.한편 서울이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1개 학의

비교사를 상으로 하 다는 은 연구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 을

갖는다.하지만,하나의 사례로서의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비교사 집단에 해 보다 많은 표본집단의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

될 때,일반화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물리상수를 측정하는 측정 실험을 주제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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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연구의 제한 을 지닌다.물리 실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실험이 존

재하지만,측정 개념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측정 불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실험 활동지 구성과 설계틀 용을 해서 실험의 내용 역을 제한시켰다.

물리상수 측정 실험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실험에 한 실험 설계 연구는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비교사들의 측정 실험 활동지 구성요소와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한 인식 변화,설계틀을 이용한 활동지 제작단계까지

만 이루어졌다는 제한 을 갖는다.개발한 설계틀이 측정 실험 구성 능력의

향상 과학 탐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실제 학

교 장에 용하 을 때 구체 으로 실험 교육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추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측정 불확도 개념과 련해서 확장 불확도를 계산하지 않고,합성 표 불

확도까지만 제시하는 제한 을 갖는다.ISO의 측정 불확도 표 기 에 따

르면 확장 인자를 고려하여 확장 불확도를 표시하도록 제시되어 있지만,불

확도 공식에 의해 각 변수에 의한 불확도 요소들이 체 불확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합성 표 불확도까지

계산하도록 제시하 다.측정 불확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여 표 하는

지의 여부보다 측정 불확도를 얼마나 논리 으로 고려하여 계산 하는지에

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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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선행연구

1.실험 수업 설계

1.1.실험 수업의 의의와 유형

과학 수업에서 실험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Bybee(2000)는 실

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개념 지식과 기능과 같은 차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고,Hofstein과 Lunetta(1982)는 실험수업에 한 연

구문헌들 리뷰하여,실험이 수반된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개념에 한 이

해와 과학에 한 흥미와 동기 유발에 효과 이며,과학 실험 실습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 본성에 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하 다. 한 Lazarowitz와 Tamir(1994)는 실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 으며,Garnett등(1995)은

실험 수업이 과학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되고,손으로 다루는 기능과 기술을

익히며 탐구하는 기능을 습득하고 정서 인 결과에 기여한다고 하 다.조희

형과 박승재(1995)는 실험수업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과학 교수학습의 목표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 다.

(1)과학 지식의 획득과 이해:과학 사실,개념,법칙,이론,과학

지식의 특성

(2)과학의 본질에 한 이해:과학의 목 ,가치,방법과 가정,과학

과학 기술과 사회,과학자의 기능과 역할

(3)과학 태도의 함양:과학에 한 흥미,호기심,자신감,만족감,

동심,개방성, 험부담,책임감

(4)과학 탐구력의 배양:과학 사고력,창의성,조작 기술

한편 실험 수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으로 인해 실험 수업에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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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견해도 존재한다.실험수업에 한 권고사항과 실제 실험수업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와 학생들의 실험 실습 활동에 한 평가 방법의 부재,요리책

식 실험수업의 진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실험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

이 다양한 실험수업 설계에 따라 한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서 실험수업의 효과가 해되고 있다고 밝 졌다.

과학교과에서 실험 수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

지만,실험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수업의 강조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실험수업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많은 과학교육자들에 의해 다양한 틀에 따라 실험수업 유형들

이 개발되었다.

교육과정 해설서(교육인 자원부,2001)에서는 실험,실습지도시 실험수업

유형에 해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모둠별 학습,시범실험 두 가지의 유

형으로 실험수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실험 주체를 분류자로 사용하

여 주체가 학생인 경우 모둠별 학습으로 주체가 교사인 경우 시범실험으로

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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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ington(2000)은 제한된 일반 학교 상황에서 실험수업을 수행할 때 가

능한 여섯 가지 실험수업 유형을 분류하 다.각각 실험들에 한 특징이 제

시되어 있으나,실험수업 유형의 분류기 이 뚜렷하지 않아 하나의 실험수업

에서 동시에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표 II-1] Wellington의 실험수업 유형 분류

실험수업 유형 특징

시범실험(Demonstration)

사건, 상을 설명하기 해 사용,특

히 그 사건이 무 비싸거나 험하거

나 어렵거나 다 수행하기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될 때
학 실험

(Whole-class practical

work)

실제 인 기능과 기술을 익히고,확인

하거나 설명하기 해,분석을 한

결과를 내기 해,흥미를 해

순환실험

(Circusofexperiments)

컴퓨터,특별한 기구 등의 개수에 한

계가 있을 때 실제 활동을 해 돌아

가면서 활동

모의실험

(Simulation as part of

practicalscience)

실제 상을 모델이나 간단한 형태로

배우고 이해하기 해

)ICT 활용(컴퓨터 모의실험,비디

오),물리 모델(물탱크,분자모형),

보조자료,역할놀이

연구(Investigations)

문제해결의 특별한 형태로 학생들이

즉시 답을 못 찾거나 그것을 찾기

한 일반 인 방법을 회상하지 못할

때의 임무

)조사,장기간 로젝트

문 제 해 결 활 동

(Problem-solving

activities)

새로운 상황에서 이해를 용하기

한 활동

)설계와 실행,실제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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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Anderson(1981)과 Collette& Chiappetta(1984)는 실험 수업

의 학습 목표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이를 조희형과 박승재

(1995)가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표 II-2]조희형,박승재의 실험수업 유형 분류

실험수업 유형 특징

확인실험
추상 지식에 한 구체 경험을 갖게

한다.

탐색실험
새로운 자료와 상을 인식하고 흥미를

갖게 한다.

귀납 실험
몇 가지의 과학 사실들을 유의미한 일

반화로 조직하게 한다.

연역 실험
주요한 개념이나 일반화에 의해서 주어진

상을 설명하게 한다.

기술개발 실험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과정개발 과학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 완

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지 형태는 Wellington의 분류에 따라 학 실험,조희

형과 박승재의 분류에 따라 확인실험의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하지만,

비교사의 우치에서 활동지를 제작하는 과정은 Wellington의 문제 해결 활

동과 련되고,조희형과 박승재의 과정 개발 활동과 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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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실험 설계에 한 연구

실험 설계는 제안된 가설에 따라 가설을 검증하기 해 실험을 계획하는

단계이다.Baker와 Dunbar(2000)는 생물학자와 학생을 상으로 실험설계

의 특성을 분석하 는데,실험조건과 통제조건으로 나눠지고,통제조건은 다

시 기 통제(baselinecontrol),알려진 기 통제(knownstandardcontrol)로

나 어진다고 하 다.실험조건은 A가 있으면 B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고,기 통제란 B가 없는 경우에 정말 A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며,알려진 기

통제란 이미 사용되었고 타당성이 확보된 기 화된 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실험방법의 신뢰도와 오차를 이거나 해석하기 한 실험방법을 의미한다

고 하 다.여기에서 말한 실험조건과 기 통제란 소 실험그룹과 통제그룹

에 한 실험에 해당되는 것이며,알려진 기 통제란 실험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 설계과정은 , 등학교에서 강조되지 않기에 학생들은 실험

설계를 해야 할 때,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익균과 김종주(2012)는 학생

들의 탐구실험과정을 통해 실험 설계능력을 조사하 는데,문제 상황과 탐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필요한 실험도구를 제시하여 실험설계를 하도

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참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

고,실험 설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 다.

김선자와 최병순(2005)은 변인 통제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등학생들

의 실험설계 특성을 제시하 는데,변인 통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 다.학생들은 변인 통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을 확인하 고,

이에 학생들을 통제변인변화형,원인변인통제형,완 변인통제형,불완 변인

통제형,모든변인변화형으로 구분하 다.특히 실험설계과정에서 선행신념의

향으로 특정 변인값을 포함하여 실험설계를 함으로써 변인통제를 잘 하지

못하 고,변인을 잘 통제하더라도 선행신념에 포함된 특정 변인값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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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 한다고 하 다.

이 외에 가설 검증을 통한 실험 설계 과정에 한 선행연구가 있지만(박종

원(2003),장병기(2012)), 부분 정성 인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본 연

구에서는 정량 인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면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을 맞출 것이며,Baker와 Dunbar(2000)이 말한 알려진 기 통제 방법으로

신뢰도와 오차를 이거나 해석하는 실험을 주제로 할 것이다.

1.3.실험 활동지 설계의 요성

실험수업 유형 분류틀을 사용하여 , 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실험수업의 유형들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등학교와 등학교 모두에서

확인실험수업과 발견실험수업이 주요 수업유형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양일

호 외,2007). 한 등학교와 등학교에서 부분 실험 차가 교사나 활동

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 장에서 과학수업은 교과서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서

의 역할은 과학 교수학습 활동에서 요하다.과학 교과서는 탐구 학습 지

도 과제 실험이나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는 요한 출처가 되며,실험실에

서는 학생들이 실험 활동지를 읽고 그것이 지시하는 방법과 차에 따라 교

과서가 제시하는 실험을 스스로 수행하게 된다(조희형,박승재,1995).한편

외국의 실험실 수업에서는 실험 활동지나 실험서가 교과서이고,교과서는 참

고서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실험 활동지나 실험서가 따로 없으며,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으로 실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과서가 곧 실험

활동지이자 실험서가 된다.따라서 학교 장에서 실험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는 실험 수업에 학생들이 사용할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게 된다.즉,교

사의 실험 활동지 작성 능력은 학생의 실험 활동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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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활동지는 실험 보고서 작성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첫째,실험 보고서

는 다양한 실험 결과 분석을 작성할 수 있으나,실험 활동지에는 개 실

험 수업 목 에 맞는 한두 가지의 명확한 실험 결과와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둘째,실험 보고서에서는 때에 따라 실험의 결과가 반드시 도출될 필

요는 없으나,실험 활동지에서는 학생이 실험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되는 실험형태를 갖추어야 한다.셋째,실험 보고서는

많은 분량을 통해 실험에 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나,실험 활동지에는

한두 장으로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따라서 실험 자료를 정리하고,분석

할 표와 그래 의 제시에 신 함이 요구된다.넷째,실험 보고서 작성에는

실험 보고서에 측정 불확도를 분석하면 되지만,실험 활동지를 제작하기

해서는 활동지 제작 에 미리 측정 불확도가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즉,물리 교사 물리 비교사에게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는 능력도 요구된다.간결하고 명확한 실험 활

동지 작성 능력은 학생들의 실험 수업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

을 것이다.

측정 실험 보고서를 평가하는 선행연구로는 신 문(2011)등에 의해 개발된

분석틀이 있다.신 문(2011)은 학생들의 보고서를 평가하기 한 측정 개념

이 강조된 평가 거를 개발하 다.자료 수집,자료 처리,자료 해석의 범

주로 나 고,각각의 범주를 다시 행 별로 2~3개의 소범주로 구별하 다.

분석 기 은 Klopfer(1971)의 과학탐구과정 목표 분류틀,백성혜와 박승재

(1992)의 실험보고서 평가기 ,Allie& Buffler(1998)의 ‘ReportAssessment

Schedule’을 기 로 하 다.여기에 측정 도구의 사용,반복 측정,간단한 표,

그래 그리기 련한 보고서 평가 거는 싱가포르의 등과학교육과정

(MinistryofEducation,2001)과 Allie,S.(1997)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 다.

AAAS(1993)의 과학 소양을 한 기 에서 수학세계(themathematical

world) 단원의 수(number), 계(symbolic relationships),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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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추론(reasoning)과 련한 학년별 학습목표를 참고하 고,싱

가포르의 학 입학 자격시험(GCE A LevelExamination)의 평가목표

(SingaporeExaminationandAssesmentBoard,2006)에서 푯값,유효숫

자,측정 불확도 련 평가목표를 참고하 다. 한,국제 물리올림피아드

출제 요목에서는 오차 측정 불확도의 ,측정 불확도 요인의 정량

분석과 련한 내용을 참고 하 다(IPho2006,2006). 수변환을 통한 정비

례 계 그래 얻기,의심스러운 값에 한 해석,추세선,그래 에서 들

의 퍼짐 등 그래 와 련하여 학부 공 수 의 보고서 평가 거에 해

서는 Taylor(1997),MacPherson& Jones(1974)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석기

을 정하 다.특히 연구자들의 토론을 거쳐 완성된 보고서 평가 거를 두

명의 물리교육 공 교수와 11명의 학원 석,박사 과정 연구생,교사 등으

로부터 평가를 받아 수정하여 최종 인 분석 기 을 개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를 분석할 것이므로 이 평가 거를 그 로

사용하기 어렵다.실험 보고서와 활동지는 구성요소가 많은 부분 일치하지

만,앞서 밝힌 실험 보고서와 활동지의 차이를 고려한 수정된 형태의 평가

거가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신 문(2011)등이 개발한 평가 거를

수정하여 활동지 분석을 한 평가 거로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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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역 각 역에 한 설명

탐구의 설계
-문제 규정,가설 설정, 한 가설 검증의 선택,실

험 설계

탐구의 실행

- 상과 사물의 정확한 단

- 한 측정 도구의 선택

-정확한 측정

- 찰 결과를 한 언어(정성 ,정량 )로 기술

-실험 기구의 안 한 사용

-일반 인 실험 활동의 수행

-특별한 기술의 수행

-문장 는 말에 의한 지시에 따라 친숙한 는 친숙

하지 않은 과정을 수행

-효과 인 활동

2.측정

2.1.과학 탐구로서 측정 개념

과학 탐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 되어 왔다.Suchman(1966)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과학 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터득하는 것을 탐구라

하 고,이론을 형성하고 자료 수집과 실험을 통해 실증하는 과정을 가리켜

탐구 과정이라 하 다.그리고 Welch(1981)는 찰하고 측정하고,문제의 해

결책을 찾고,자료를 해석하며,일반화하고,이론 모형을 세워 검증하고,수

정하는 활동을 과학 탐구라 하 다. 한 Hodson(1982)은 과학의 과정이란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조작 기능뿐이 아니라,크게 탐구의 설계,탐구의 실

행,탐구 결과의 해석과 학습의 세 역으로 나 수 있다고 하 다.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해 아래의 [표 II-3]와 같이 상세히 제시하 다.

[표 II-3]Hodson에 의한 과학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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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를

처리,조작,

구조화

-자료를 한 형태로 제시함

-자료의 해석과 분석

-자료의 외삽과 일반화

-참고 문헌에 의해 련 이론과 연결함

-결론 유도

-앞으로의 활동을 해 수정과 발 방향을 제시

-말로 하거나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교환을

하기 한 비를 함

APU(AssessmentofPerformanceUnit)에서 개발한 국학생들의 국가

수 의 학력평가를 한 평가틀에서는 탐구에 해 ‘학생들이 즉시 답을 알

수 없거나 답을 찾기 한 상투 방법을 기억할 수 없는 과제’로 정의하

다.그리고 미국 국가과학교육기 (NationalSceinceEducationalStandards,

NSES)에서는 과학 인 탐구를 과학과 과학 학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과학 탐구에 해 ‘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증거를 토 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 다.즉,학

생들은 탐구활동을 통해 자연 세계에 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과학 인 아이디어에 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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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기능 각 기능에 한 세부 활동

사고 기능

-가설 설정하기

-가설 검증을 한 상황 고안하기

-증거로부터 결론 이끌어내기

- 한 원리와 이론으로 상 설명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증거와 련지어 주장을 평가하기

실험 기능

-체계 이고 조심스럽게 찰하고 측정하기

-실험을 안 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주 여건을 실험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의사 소통

기능

- 찰 사실,설명,해답,조사 내용 등을 설명하기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지도 내용을 이해하기

-여러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련 내용을 선택하여

용하기

국의 ASE(AssociationofScienceEducation, 국의 과학 교사 회)에

서는 사고 기능,실험 기능,의사 소통 기능으로 분류하 고,그 구체 인 활

동을 아래의 [표 II-4]와 같이 나타내었다(Nellist& Nicholl,1986).

[표 II-4]ASE에서 제시한 과학 탐구 기능

Klopfer(1971)는 Bloom의 목표 분류에 기 하여 과학 탐구 과정을 찰

과 측정,문제 발견과 해설 방안 모색,자료의 해석 일반화,이론 모델

의 형성,검증 수정으로 제시하 다.하지만 1990년 “LearningScientific

EnquiryintheStudentLaboratory"라는 에서 탐구 기능을 아래의 [표

II-5]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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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기능 각 기능에 한 세부 활동

실험실 활동을 통해

과학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사물이나 상을 찰하기

- 한 언어로 찰을 기술하기

-사물이나 변화를 측정하기

- 한 측정도구 선택하기

-실험자료와 찰자료를 처리하기

- 실험실과 야외에서 사용하는 일반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 개발하기

-일반 인 실험 기술(techniques)을 조심스

럽고 안 하게 수행하기

한 과학 질문

을 하고,실험실 실

험을 통해 답을 하

기 해 무엇이 포

함되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

-문제 인식하기

-작용가설(workinghypothesis)형성하기

- 한 가설검증방법 선택하기

-검증실험을 수행하기 한 한 차 설계

하기

실험에서 얻어진

찰과 자료를 구조화

하고,해석하고 의

사소통하는 능력

-자료와 찰을 조직하기

-자료를 기능 계로 제시하기

-실제 찰을 넘어서서 기능 계를 외삽하

기,그리고 찰들 사이를 내삽하기

-자료와 찰을 해석하기

자료와 찰,실험

으로부터 추론하거

나 결론을 이끌어내

는 능력

- 찰과 실험자료에 비추어 검증받고자 하는

가설 평가하기

-발견된 계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한

일반화,경험법칙이나 원리를 형성하기

[표 II-5]Klopfer의 탐구 기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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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론의 발달에

서 찰과 실험실

실험의 역할을 깨달

을 수 있는 능력

- 상이나 경험법칙 는 원리들과 련짓기

해 이론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알려진 상이나 원리들을 조 하기 해 이

론을 형성하기

-이론을 만족하거나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상이나 원리들을 명시하기

-실험이나 직 찰로 이론을 검증할 수 있

는 새로운 가설을 연역해내기

-이론을 검증하기 한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기

-새로운 찰과 해석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

다면,수정된,세련된 는 확장된 이론을 형

성하기

SAPA II(ScienceA ProcessApproachII)는 탐구 기능을 기르기 해 개

발된 교육 과정으로 과학 탐구 기능을 기본 탐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분류하 다.기본 탐구 기능은 찰,시간/공간 계의 이용,수

의 사용,측정,의사 소통, 측,추론의 8가지이고,통합 탐구 기능은 변인

통제,자료 해석,조작 정의,가설 설정,실험의 5가지이다(AAAS,1990).

NAEP(TheNationalAssessmentofEducationalProgress)는 미국의 국가

수 의 평가를 한 학력 평가 제도로서 탐구 기능을 탐구 과정과 사고

과정으로 분류하 다.탐구 과정은 찰,측정,실험,의사 소통이며,사고 과

정은 자료 해석,일반화,내삽과 외삽,가설 설정,비유에 의한 논증,종합,귀

납과 연역에 의한 논증,모델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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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E(GeneralCertificateofSecondaryEducation)는 국에서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 졸업 자격 고사 제도이며,탐구 기능 련 목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찰,측정,기록을 정확하고 조직 으로 할 수 있다.

- 찰 사실,생각,논쟁을 논리 으로 간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인

에게 달할 수 있다.

-정보를 여러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경향성을 찾아내고,가설을 설정하여 계를 찾

아낼 수 있다.

-실험 측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비신뢰성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실험 는 기타의 방법으로 측정치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결론과 일반

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합한 실험 기구를 선정하고 안 하고 효과 으로 사용하여 특정 목

을 해서 실험을 고안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상한 사실, 찰 상에 한 과학 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과학 인 사고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성 인 문제와 정량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증거와 논리성의 분석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과학의 연구와 실험은 여러 가지 제한과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제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탐구 심의 과학교

육을 강조하 으며,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찰,분류,측정, 상,추리의 5

가지 기본 탐구 능력과 문제인식,가설설정,변인통제,자료변환,자료해석,

결론도출,일반화의 통합 탐구능력으로 분류하 다.2007개정 교육과정에

서도 과학 탐구과정을 기 탐구 과정( 찰,분류,측정, 상,추리 등)과

통합 탐구 과정(문제 인식,가설 설정,변인 통제,자료해석,결론 도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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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으로 나 었다.그리고 학습 지도 방법에서 문제 인식,탐구 설계

수행,자료해석,결론 도출 등의 탐구 과정을 학습 내용과 히 련시켜

지도함으로써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것을 명시하 다(교육인 자원부,2007).

이상의 다양한 과학 탐구 기능 분류를 종합해 볼 때,측정은 무엇을 측

정할 것인지에 한 탐구 설계에서부터 측정한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

출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등의 탐구 반 과정에 한 련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측정은 [그림 II-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과

학 탐구 과정에서 핵심 인 치에 있으며,이와 같은 과학 탐구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해서는 측정과 련된 과학 인 개념을 갖는 것이

요하다.

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실험 설계

↓

자료 수집(측정)

↓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

일반화

↓

용,새로운 문제 발견

[그림 II-2]과학 탐구과정에서의

측정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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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그림 II-2]처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지만,구체 으로 측

정개념은 어떤 물리량을 변수로 선택하여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련하여

실험 설계 과정에 향을 미치고,측정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지와 련하여

자료 해석에 향을 미치며,어떻게 측정결과를 의사소통할 것인가와 련하

여 결론 도출 일반화의 과정에 향을 미친다.즉,측정 개념은 범 한

의미로서 과학 탐구 과정 체에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박종찬,

2009).

이러한 측정에 해 PSSC(PhysicsScienceStudyCommittee)(1996)에서

는 측정을 ‘외부 세계의 경험을 정량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고,과학

탐구 활동 찰 측정은 자연 법칙에 해 과학자의 개념을 검증하여

진보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 다.그리고 Callahan,Clark& Kellough(1998)

는 측정이란 ‘양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찰한 것

을 정량화하는 능력’이라고 하 다.특히 측정 능력은 찰,분류,비교 등의

다른 탐구 과정을 진행하는데 기 가 되며,과학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수

이므로 측정기능 평가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값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측정값에 붙인 단 의 성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 다.그리고 우리

나라의 7차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서는 측정을 ‘ 한 도구나 기계를 사용

하여 길이,넓이,질량,온도,부피,무게 등의 단 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

을 재어서 기록하는 활동’이라고 하 다.그리고 정완호(2001)는 측정의 궁극

인 목 은 수학 으로 표 할 수 있는 과학 법칙이나 원리의 기 자료

를 얻는 데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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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외국 과학교육과정에서 측정 탐구 교육

우리 나라의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성격과 목표에서 탐구의 요성을 제시

하고 학년별 성취 기 에서 탐구에 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어떻

게 탐구를 학습해야 하는지에 한 내용을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기 을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이 우와 김희경(2007)은 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의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찰과 측정의 기 을 분석하 는데, 부분의 나

라에서 찰과 측정의 기 을 제시하고 있었다. 찰 기 의 특징은 찰의

정확성 강조하고, 찰 과정에서 신 함과 체계 이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찰에서 오감의 사용을 강조하고,상 학년으로 가면서 도구의 사용을 제

시하 다.그리고 측정 기 에서는 측정의 정확성과 정 성을 강조하고,측

정의 상을 명시하 으며,측정도구를 학년별로 제시하 고,측정에서 합

한 단 의 사용을 제시하 다.

이미경과 김주훈(2004)은 우리나라,일본,미국, 국,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미국, 국,싱가포르에

서는 과학 탐구를 가르쳐야 할 독립 인 내용 체계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고 하 다.

김태일 등(2007)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학교 과학 교과서의 물리 역 탐

구 활동의 특징을 비교하 는데,싱가포르 교과서에서는 측정 개념이 보다

구체 으로 드러남을 확인하 다.싱가포르 과학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과학

교과서와 다르게 Textbook과 Practicalworkbook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탐구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Practicalworkbook에 제시되어 있

다.우리나라 등 과학 교과서와 싱가포르 등 과학 교과서 Practical

workbook의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연구 문제 착안’과 ‘연구 설계 역’

에서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고 하 다.‘연구 문제 착안’활동에서 한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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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문제를 착안하는 활동이 없었으나,싱가포르에는

이러한 활동이 발견되었고,‘연구 설계 역’에서는 한국의 탐구 활동에는 없

는 변인 설정,변인 통제 활동이 싱가포르 과학교과서에서 발견되었다.그리

고 GCE'O'level물리 교과서의 Practicalworkbook에는 아래의 목차로 구

성이 되어 측정 자료 표 ,실험 설계 활동이 구체 으로 드러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Loo& Loo,2007).

[표 II-6]Physics Insights'O'levelPracticalworkbook의 내용 구성

단원 세부주제

A.Implementing

- Using apparatus and

materials

Apparatusformeasuringlength

Apparatusformeasuringvolumeandmass

Apparatusformeasuringtime

Apparatusformeasuringtemperature

Apparatusformeasuringelectricalquantities

Apparatusandtechniquesinalignment

Apparatus and techniques in locating image

position

B.Implementing

- Making observation

andpresentingdata

Makingobservations

Readingsormeasurements

Tableofreadings

C.Analyzing

-Handlingexperimental

observationanddata

Processingresultswithgraphs

Recognisingsourcesoferror

Drawingconclusions

D.Planning
Producingalogicalplan

Evaluatingproceduresandmodifyingplan

E. Experiments using

datalogger
-

측정 불확도 개념과 련해서는 미국의 AAAS(AmericanAssociationfor

theAdvancedofScience)(1993)의 과학 소양을 한 기 (Benchmarks

forScienceLiteracy)에서 측정 불확도의 의미에 해 강조하고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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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알아야 할 측정 불확도에 한 개념을 학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

는데, 학년에서는 '표집'의 개념,'표집 자료의 수와 결과의 신뢰도'와

같은 개념 인 측면에 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 고,고학년으로 가면서 학

생들이 통계 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확률,평균,자료의 비교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 다. 국의 GCEA-Level의 평가목표에서도 측

정 측정 불확도에 해 제시하고 있다(CIE,2005).세부 으로는 계통 오

차와 우연 오차 구분 이해,정 과 정확의 구분,유도된 결과의 측정 불확

도를 통한 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외국 과학 교과과정과는 달리 국내 교과과정의 평가 목표

에서는 측정 불확도에 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지 않으며,실제 교육에

있어서도 측정 불확도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주제들을 싱가포르 practical

workbook에 제시된 실험 주제를 이용하 다.특히 PhysicsInstights'O'

level에 제시된 물리 실험을 사용하 는데,[표 II-6]에 보듯이 측정,자료 표

,실험 설계 활동이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어서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제 형태이다.

2.3.측정 개념에 한 학생들의 이해

과학 문제의 해결 과정은 개념 인 이해와 과정 인 이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Dugan과 Gott는 과정 인 이해를 "행

속의 사고(thethinkingbehindthedoing)"라고 하 고,얼마나 많이 측정을

해야 하는지,범 가 얼마인지,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체 작업을 어떻

게 평가하는지에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 다(Gott& Duggan,

1995;Gott& Duggan,1996).특히 측정이나 오차,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기

반한 자료해석에 해서 이해하는 것은 과학 인 직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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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필수 이다(Duggan& Gott,2002).

이러한 과정 지식 에 측정에 해 Sere(1993)는 학교 1학년 학생 20

명을 상으로 학 기 단원의 내용을 통해 반복측정 이해,계통 오차

와 측정 오차의 구분,신뢰구간 측정에 련된 개념을 조사하 다.학생들은

측정시 두 번 이상의 반복측정을 수행하지 않았고,반복측정의 목 신뢰

구간에 해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Coelho와 Sere(1998)는

측정에서 학생이 지니는 어려움에 해서 살펴보았고,학생들이 정 ,값의

퍼짐 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그리고 Lubben과

Millar(1996)는 11,14,16세 학생 1000명을 상으로 실험 자료의 신뢰도

(reliability)에 한 학생들의 개념을 설문 조사하 다.그 결과 반복 측정의

필요에 해 부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반복 측정의 이유는 확증

(confimation)의 목 이라고 생각하 다.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Lubben과 Millar(1996)는 측정과 련한 학생들의 생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 어 제시하 다.

최근 학생들의 측정에 한 연구로는 Allie등(1998)이 측정 개념 조사를

해 개발한 PMQ(PhysicsMeasurementQuestionnaire)가 있으며,이 도구

는 자료 획득,자료 처리,그리고 자료 비교와 련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결

정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개발되었다.이를 통해 Allie등(1998)은 남아

리카 CapeTown 학 1학년 121명을 상으로 하여 신뢰도,반복 측정의

필요성,자료 집합(dataset)의 비교와 퍼짐(spread)에 한 이해에 해 탐

구하 다.그 후 Lubben등(2001)은 지필 검사를 통해 자료의 수집,자료의

처리,자료의 비교에 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았고, 추론(point

reasoning)과 집합 추론(setreasoning)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하

다. 한 Buffer등(2001)은 이러한 연구를 더욱 발 시켜 학교 1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수업 후의 지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를 분석하

고,학생들을 패러다임(pointparadigm)과 집합 패러다임(setparadig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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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설문과 검사지를 통해 학생들을 어려움과 문제를 진단하

는 연구들이었다.하지만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하고자 궁극 인 목표는 활동지 설계를 통해 측정 활동이 구체

으로 포함되는 실험활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측정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 이 있다.즉,측정 개념에서의 어려움

해소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의미를 갖는

다고 말할 수 있겠다.

3.자료 변환 -표와 그래

3.1.자료 변환의 의의

미국의 등 과학 로그램의 하나인 SAPA Ⅱ(AAAS,1990)에서는 학

년의 기 과정의 의사소통하기 탐구 과정에서 막 그래 작성의 소개

(IntroductiontoGraphing)를 강조하고,고학년의 통합 과정의 자료해석하기

탐구 과정에서 그래 작성과 해석 련 교육을 요시하고 있다.

권재술과 김범기(1994)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 등 학생들을

상으로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한 평가 도구인 TSPS(TestofScience

ProcessSkills)의 자료변환 탐구요소에서는 자료를 도표로 만들고 그래 로

표 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이며 자료 해석과정에서 그래 를 해석하여 변

인 사이의 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변환은 APU(AssessmentofPerformanceUnit),POPS(Performance

ofProcessSkillTest),TIPSⅡ(TheTestofIntegratedProcessSkills),

MIPT(Middle grades Integrated Process Skill Test), GCSE(General

CertificateofSecondaryEducation)의 탐구능력 평가 도구에서 제시되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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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소이며(김수경,2006),국내의 경우 허명(1984)이 SIEI(ScienceInquiry

EvaluationInventory)에서 자료의 기록과 변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론,

내삽,외삽 등의 자료의 해석 분석도 강조하고 있다.

즉,자료 변환은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탐구 과정 요소의 하나로 찰이

나 측정 결과로 얻은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

등으로 조작하거나 변환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는 실험 목 에 따라 최

한 유용하고 해석하기 쉽게 작성해야하고(권재술 등,1998),자신의 주장을

최 한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Cleveland,1994).따라서 과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을 때까지 자료변환을 한다.(Bowen&

Roth,2005).

3.2.자료변환 방법

선 그래 의 경우는 수학 으로 해석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책이나 연구 논문 에서도 선 그래 로 표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실험에서는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경향 규칙성을 찾

아 결론을 도출하거나 제시된 그래 를 통하여 실험 가설이나 통제된 변인

등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의 내삽,외삽은 물론 다른 자료와

의 상 계 인과 계를 해석하는 데에도 선 그래 가 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문충식과 김범기,1999).

김태선(2003)은 선 그래 의 구성요소를 제목,x축 라벨,y축 라벨,x축

,y축 ,자료 역,범례 총 7가지로 구분하 다.Cleveland(1994)는 그

래 구성의 기본 요소를 스 일(Scale),캡션(Caption), (Plottingsymbol),

보조선(Reference line),범례(Key), 이블(Label),틀(Panel), (Tick

mark)라 하 으며 명료한 시각화와 명료한 이해에 을 맞추어 데이터

이블,데이터의 역을 나타내는 직사각형(Datarectangle), 의 수,데이

터 의 표시 등의 한 표 을 아래의 [표 II-7]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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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Cleveland의 그래 작성 원리

분류 그래 작성 원리

시각

명료함

(Clear

Vision)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게 표 하기
명확하게 표 되는 그래 요소를 사용하되, 이 선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각 변수에 한 축은 으로 사용하여 직사각형이 되도

록 하는 것이 좋으며 데이터직사각형(Datarectangle)

은 축에 의한 직사각형(Scale-linerectangle)보다 조

크게 그리기.

은 3개~10개가 충분함.
그래 안쪽의 이블은 데이터의 표 을 방해함.

데이터 이 겹쳐져도 시각 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표

하기.

45°정도

기울이기

(Banking

45°)

그래 의 가로세로 비율(aspectratio)은 변화율을 단

하는데 요한 요인임.

변화율에 한 정보를 해석하기 해 그래 의 기울기를

살핀다면 45°일 때 가장 함.

스 일

(Scale)

의 범 는 데이터의 범 보다 약간만 크면 됨.

다른 그래 의 자료를 비교할 때 응하는 범 가 같도

록 스 일을 결정하기.

항상 0을 포함하려고 주장할 필요는 없음.

Padilla와 McKenzie(1986)는 7학년부터 12학년에 걸친 학생들이 선 그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선 그래 구성에 련된 기능들과 선 그래

해석에 련된 기능들을 구성하고,그래 기능의 선다형 평가지(TOGS,

TheTestofGraphinginScience)를 개발하 다.7학년부터 12학년에 걸쳐

학생들의 그래 능력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평가의 목표는 아래

의 [그림 II-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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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탐구에 한 서술이나 완성된 데이터 표가 주어지면,스 일이

당한 축을 선택할 수 있다.

2.좌표( 는 그래 의 )가 주어지면, 응되는 그래 의

( 는 좌표)을 선택할 수 있다.

3.탐구에 한 서술이나 완성된 데이터표가 주어지면,독립변인과 종

속 변인이 히 표 된 그래 를 구별할 수 있다.

4.일련의 그래 가장 당한 하나의 선이 그려진 그래 를 선택

할 수 있다.

5.탐구에 한 서술이나 완성된 데이터표가 주어지면,데이터가 정확

하게 표 된 그래 를 선택할 수 있다.

6.그래 가 주어지고 X값( 는 Y값)이 주어지면 응하는 Y값( 는

X값)을 찾을 수 있다.

7.그래 가 주어지고 내삽과 외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들안

에 표 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8.직선형 는 곡선형의 그래 가 주어지면 그 계에 한 한

서술을 선택할 수 있다.

9.연 된 두 개의 그래 가 주어지면 두 그래 의 상호 계 인 결

과로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3]그래 능력 평가지(TOGS)의 목표(Padillaetal.,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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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hron등(1993)은 학생들 스스로 표와 그래 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말하

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 함을 통해서 의사 달 능력을 배우고 더 높

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 를 설계하

는 방법을 아래의 [표 II-8]와 같이 제시하 다.

[표 II-8]Cothron등의 선 그래 구성 방법

구분 선 그래 구성 방법

1.축 그리기

축 이블 표기

x축은 독립 변인 y축은 종속변인,단 는 변인 바로 이나

아래에 호를 사용한다.

2.좌표값 표기 종속 변인 값은 평균값을 사용한다.

3.스 일 결정

축 간격의 차이를 5로 나 후 간격의 수를 결정한다.5로

나 값을 반올림하여 2,5,10과 같은 쉽게 셀 수 있는 수로

간격의 수를 결정한다.

4.좌표값 기 -

5.경향 요약

실험 데이터는 오차가 있으므로 그래 에서 데이터 을 직

으로 연결해선 안 된다. 신 일반 인 데이터의 패턴을

설명하는 하나의 한 선을 그린다.

표 작성시에는 [표 II-10]와 같이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을 분리하여 나타냈

으며,종속 변인은 반복 측정값을 표 할 수 있도록 칸을 나 었다.마지막

칸에는 평균값을 넣어서 그래 로 변환할 때에는 종속 변인의 평균값을 사

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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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실험 데이터 표 작성의 시(Cothronetal.,1993)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유도된 값

흡수 시간

흡수된 액체의 높이(mm)

시도 횟수 평균높이(mm)

1 2 3

3.3.자료 변환에 한 학생들의 이해

자료 변환에 한 연구에서는 표 작성에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그래

작성에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그래 구성 해석능력을 조사해본

결과,축에 매기기,축에 변수 지정하기, 한 하나의 선 그리기 기능

을 가장 어려워하 고, 부분의 학생이 그래 를 해석하는 능력보다 구성하

는 능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밝 졌다(김태선,김범기,2002;김태선

등,2005;김태선,김범기,2002,안가 ,권오남,2002;Berg& Smith,1994;

McKenzie& Padilla,1986;Movshovitz-Hadaretal.,1987).이는 그래 를

직 작성하는 것보다 그래 를 해석하는 쪽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이 치우

치고 있기 때문이며,수학교과에서 학습한 그래 련 내용을 과학교과로

용하는 과정에서 효과 으로 이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otgieteretal.,2008).

Bowen& Roth(2005)는 비교사들인 경우에도 자료와 그래 해석에서

스스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 다.우리나라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구분하지 못하여 막 그래 와 선 그래 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추세선 그리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 다.(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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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 일반물리 실험에서 비교사들이 작성한 선그래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실험 결과 데이터를 그래 로 올바르게 변환하는 과정에 한 정보

가 부족하 고,특히 그래 의 경향성과 변인 간의 상 계를 설명하는데

필수 인 추세선을 는 이유와 그 역할에 해서는 부분의 비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 다.그리고 작성한 그래 를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에 맞게 재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정해경,

2009).

지 까지 자료변환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선그래 에 해

,고등학생부터 비교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에 한 어려움 해소 방안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특히 표 작성에

한 연구도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표와 그래 를 포함하는 자료변환 과정에

하여 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이에 한 해소방안에 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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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측정 불확도

4.1.측정 불확도 이론

4.1.1측정 불확도 표 지침

측정과 불확도에 한 이해는 실험을 설계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Lippmann,R.F.,2003).측정 불확도에 한 표 기 은

국제 표 화 기구(ISO)의 기 을 따르며,국내에서는 이 기 에 기반하여 한

국 표 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측정 불확도 표 지침을 표 으로 볼 수 있

다.국제 표 화 기구(1993)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표 하던 측정 불확도 표

형태를 통합하여 측정 불확도 표 지침서(GuidetotheExpressionof

measurementuncertaintyinMeasurement)를 발행하 다.기존에는 우연 오

차와 계통 오차로 측정 불확도 성분을 분류하 던 것과 달리,새로운 지침에

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로 구분하 다.A형 불확

도는 측값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이고,B형 불확도

는 기존의 측정 자료나 문헌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불확도를 구하는 방법이

다.아래의 측정 불확도 이론은 한국 표 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한 측정 불확

도 표 지침을 참고하 다.

4.1.2측정 불확도의 요성

정량 인 실험 활동에서는 측정이 요하다.그리고 측정 시에는 항상 측

정 불확도가 존재하기에 측정 불확도를 최소한으로 이고,결과값을 신뢰할

만하게 도출하는 것이 요하게 된다.과학의 발 과정에서도 측정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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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에 해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 검증에 한 역할을 하 다.새

로운 이론을 선택하기 해서는 측정 불확도가 주의 깊게 분석되어야 하고,

충분한 크기로 측정 불확도의 크기를 일 수 있어야 한다.

측정 불확도와 련한 로써 일반상 성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아인슈타인이 1916년 일반상 성 이론을 발표하면서,태양 근처를 지

나는 빛은 1.8″만큼 휘어진다고 측하 다.빛의 휘어짐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1919년 Dyson,Eddington,Davison에 의해 개기일식

동안 측함으로써 성공 으로 측정되었다.결과값은 95% 신뢰도로 2″이었

고,값의 측정 불확도는 약 ±0.3″이었다.측정 불확도를 고려하 을 때,이

결과는 일반상 성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 고,이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았

으며,결국 일반상 성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실험이 되었다.물론 당

시 이 실험결과에 해 측정 불확도가 지나치게 작게 결정되었기에 받아들

일 수 없다는 논쟁이 나타나기도 하 기에 신뢰할만한 측정 불확도를 얻기

한 실험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과학 탐구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를 신뢰할만하게 결정하고,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측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학교 장에서 측정되는 실험은 새로운 이론을 검증

할 수 있을 정도의 수 이 아니며, 요한 물리 상수를 확인하는 정도의 실

험이다.하지만,주어진 실험 기구로 정 한 실험을 하기 한 방법을 고안

하고,측정 불확도를 결정하며,자신이 측정한 실험값의 신뢰도를 단하고,

실험값과 문헌값 사이의 일치 여부를 단하는 과정은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으로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NationalResearch

Counci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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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측정 불확도 평가

측정 불확도 성분의 평가는 구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이를 ‘불확도의 A형 평가( 는 A형 불확도 평가)’, 는 ‘불확도의 B형 평가

( 는 B형 불확도 평가)’라고 부른다.이 용어의 의미는 ‘불확도 성분’을 평가

하는데 A형과 B형으로 나 며 그 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불확도 성

분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한 여기서 ‘평가’는 ‘값을

구한다’는 의미이다.이 분류는 측정 불확도에 용되는 것으로 오차에 하

여 사용하던 ‘우연’이나 ‘계통’이라는 용어를 치하는 것은 아니다.알려진

계통효과에 한 보정에 따른 측정 불확도는 경우에 따라 A형 평가에 의해

구해질 수도 있고,B형 평가에 의해 구해질 수도 있다.우연효과에 한 측

정 불확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형 불확도 평가에서 분산의 추정값 은 반복 측정된 값으로부터 계산되

며,이는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표본분산  에 해당한다.추정 표 편차 는

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가 되며 이를 편의상 ‘A형 표 불확도’라고

부른다.B형에 의해 산출되는 분산의 추정값 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

하여 구하며,이때 추정 표 편차 를 ‘B형 표 불확도’라고 부른다.즉,A형

표 불확도는 반복 측정값의 빈도분포에 근거한 확률 도함수에서 구하는

반면,B형 표 불확도는 기존의 정보 는 문헌을 통해 측정값이 가질 수 있

는 확률 도함수를 가정하여 구한다.두 가지 방법은 모두 확률에 근거를 둔

것이다.

(1)A형 표 불확도

부분의 경우에,임의로 변하는 양 (확률변수)에 하여 동일한 측정조

건 하에서 개의 독립된 측값 가 얻어졌다면 그 기 값 의 최 추정

값은 이들 개의 측값의 산술평균  가 되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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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1]

개개의 측값 는 향량의 우연변동 즉 우연효과 때문에 각기 다른 값

을 갖는다. 측값의 실험분산은 의 확률분포의 분산 을 추정하는 것으

로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II-2]

의 추정분산값과 그 양의 제곱근 즉 시험표 편차인  는 측값 

의 변동도를 나타내며,보다 명확히 말하면,산술평균 로부터 산포된 정도

를 나타낸다.

평균  의 분산에 한 최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I-3]

평균의 시험분산 와 평균의 시험표 편차  는 평균 가 의 기

값을 얼마나 잘 추정하는가를 정량 으로 나타내므로  에 한 불확도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의 독립된 반복 측값 로부터 결정된 입력량 에 하

여,추정값  
의 표 불확도  는 식 [II-3]과 [II-2]로부터 다음 식이

된다.

   
 









 













[II-4]

이 게 구한   
  와   

 는 편의상 각각 A형 분산과

A형 표 불확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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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형 표 불확도

반복된 측으로부터 얻어지지 않은 입력량 의 추정값 에 하여,

련된 추정분산  혹은 표 불확도  는 의 변동성에 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근거한 과학 단에 의해 평가되며,이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과거 측정 데이터

- 련 재료와 기기의 거동 특성에 한 경험이나 일반지식

-제작자의 규격

-교정 기타 인증서에 주어진 데이터

-핸드북에서 인용한 참고자료의 측정 불확도

편의상, 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와  는 각각 B형 분산과 B

형 표 불확도라고 한다.

다음은 확률분포에 따른 B형 표 불확도를 나타낸 표이다(한국표 과학연

구원,2008).

[표 II-10]확률분포에 따른 B형 표 불확도

가정된 확률 분포 표 불확도

직사각형 



U형 



삼각형 



정규 (반복 평가) 




정규 (교정성 서)  



정규 (제조자 규격) 

공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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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디지털 온도계의 최소자리수가 0.1℃라고 할 때,최소 의

반인 0.05℃로부터 반 비  가 된다. 따라서 표 편차







 가 된다.한편 불확도 값이 분포하는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일반 으로 직사각형 확률분포를 주로 사용한다.

(3)합성표 불확도

측정결과가 여러 개의 다른 입력량으로부터 구해질 때 이 측정결과의 표

불확도를 ‘합성표 불확도’라 하며,로 표시한다.이는 측정결과에 한 추

정 표 편차이다.합성표 불확도는 여러 입력량들의 분산과 공분산 성분으

로부터 얻어지는 합성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불확도 법칙에 의해

구해진다.

측정량의 추정값 는 입력량의 추정값   … 들의 함수로 표 되기

때문에,의 표 불확도는 의 표 불확도를 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얻

을 수 있다.

     ⋯   [II-5]

이 게 얻어진 측정량의 추정값 의 표 불확도를 합성표 불확도라고 부

르고 로 표 한다.따라서 합성표 불확도 는 측정량의 추정값인

에 한 추정 표 편차이다.

합성표 불확도 는 입력량들이 서로 상 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

우 즉,공분산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에 각각 다르게 표 될 수 있으므

로 각 경우에 하여 합성표 불확도 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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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확도 법칙

측정량 에 한 식      ⋯  을 입력량 의 명목값 

에 하여 개하면,1차 Taylor 개에 의한 근사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 Z [II-6]

여기서,

  ⋯,

  
  

 

,  

이다.이 근사식은 입력량 를 로 변환하여 측정량과 입력량들 사이의

계를 선형화한 것으로 불확도 분석의 목 으로 사용되는 함수 의 근사

인 선형 모형이다

측정량 가 입력량과 처음부터 선형 계에 있을 경우,즉

 ⋯ [II-7]

이라면,합성 분산은




 




  [II-8]

로 구해진다.

측정량 의 함수가  


⋯ 
의 형태로 주어지면(여기서 는 알

려진 값임),







 






 

 





  





[II-9]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과  

을 각각 상 합성분산과 상 분산이라하고,

 와  를 각각 상 합성 표 불확도와 상 표 불확도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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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량의 합성표 불확도 입력량   …  들이 서로 상 계가 없는

경우 즉 서로 독립 으로 구하여질 때 합성표 불확도 는 합성분산인


의 양의 제곱근으로 아래의 근사식으로부터 구하여 진다.




 

 





 








 



 


≡
 






[II-10]

여기서 는 측정량을 구하기 한 함수이고, 는 의 표 불확도이다.

, ≡ 는 감도계수라고 하며,  ≡    이다.  는 입력량

의 추정값 의 표 불확도로서 ‘A형 평가’ 는 ‘B형 평가’로 구할 수 있

다.

입력량   … 들 사이에 상 계가 존재하면 합성표 불확도 

는 아래와 같이 입력량들의 공분산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I-11]

여기서 와 는 입력량 와 의 추정값이며,   는 와

에 련된 공분산의 추정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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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을 행렬의 형태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II-12]

여기에서  ∂

∂
∂

∂
⋯∂

∂
는 민감 계수(sensitivitycoefficients)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는 각 성분이 각 측정값의 분산이며 그

외의 성분이 공분산을 나타내는 차 정사각행렬이다.

(5)확장 불확도

보건,안 분야는 물론 산업과 통상분야에서도 그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확장불확도가 도입되었으며,확장불확도 는 합성표 불확도 에 포함인자

를 곱하여 얻는다.이러한 확장불확도를 도입한 목 은 측정량의 합리 인

추정값이 이루는 분포의 부분을 포함할 것으로 기 되는 측정결과 주 의

어떤 구간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포함인자 의 값은 그 구간에 해 요구

되는 포함확률 는 신뢰수 에 따라 정해지는데,보통 2와 3사이의 값을

갖는다.

4.1.4측정 불확도 이론의 용

측정 불확도 이론은 수학 통계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측정 불

확도 값 자체도 값의 퍼짐정도를 표 하기 때문에 분산의 개념이 들어가고,

확실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인 개념으로 근을 하게 되며, 부분의

경우 측정값이 확률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측정 불확도 값을 얻게 된다.

한 합성 불확도를 구하기 해 연산하는 과정에서 부등식 비율의 개념

이 들어가게 된다.그 외에 상 계가 있는 측정 불확도의 연산에서는 공분

산의 개념이 포함되며,확장 불확도 개념을 용할 때에는 신뢰구간의 개념

이 들어가게 된다.아래 [그림 II-4]에서는 측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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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측정의 표 측정 불확도 개념

개념의 연 을 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지양하고,고등학교 수학 교육 수

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수 으로 측정 불확도 이론을 용하기 해

공분산 개념이 필요한 상 계가 있는 경우의 합성 측정 불확도 계산과 신

뢰구간 개념이 필요한 확장불확도 계산을 제외하 다.그 이유는 과학 측

정에서 상 계가 있는 경우의 변수 측정의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등

학교 물리 측정 실험에서도 고려되지 않아도 측정 불확도 이론을 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확장 불확도 개념을 고려하는 경우는 산업 통상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여 측정 불확도 이론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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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측정 불확도 개념에 한 학생의 이해

Deardoff(2001)는 문가들을 통해 측정 불확도와 오차 분석에 한 학습

목표를 조사하 다.그 결과 학생들은 모든 측정에 불확도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이를 어림하여 당한 유효숫자를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오차의 에 해 이해해야 하고,오차의 원인을 악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그리고 오차를 해석하여 오차를 일 수 있어야 하

며,결과를 비교하거나 실험을 계획하는데 측정 불확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에서 서정아(2002)는 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상으로 반복 측정,

푯값 선정,오차,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개념을 조사하 다.연구 결과

학생들은 반복 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나 푯값 선정 방법을 잘 모르고 있

었고,자신의 측정 능력에 한 신뢰도가 낮았다. 한 학생들은 측정 오차

의 원인으로 온도나 기압 등의 물리 환경이나 측정 도구의 문제 ,측정의

본질 인 불확실성 보다는 자신의 실수나 개인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재 (2006)은 측정 자료의 오차와 측정 불확도에 한 학생들의 이해에

해 조사하 고,그 결과 학생들이 측정 자료의 분포에 해서 고려하지 않

고 산술 인 계산에만 집 하며,정 과 정확의 개념이나 오차의 종류와 처

리 방법에 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 과 이성묵(2006a)은 비교사를 상으로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해

연구하 고,그 결과 실험의 측정 불확도 개념의 결핍으로 인해 측정 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그리고 이재 과 이성묵(2006b)은 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 불확도와 련된 잘못된 개념을 자세히 분석하

고 정리하 다.

신 문 등(2011)은 자료 수집,자료 처리,자료 해석의 에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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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평가하기 한 분석틀을 만들었고,이를 학생들에게 용하여 오

차와 측정 불확도 개념을 심으로 보고서 작성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

았다.그 결과 오차 측정 불확도와 련하여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었고,특히 오차와 측정 불확도의 에 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

태에서 단순한 오차 공식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오차와 측

정 불확도 분석을 통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었고,오차의 원인들이 결과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하 다.반면에 학생 부분이 오차와 측정

불확도 분석이 요하다고 응답하여,측정 불확도의 요성은 인식함에도

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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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비교사들의 어려움 분석

학교 장에서 과학 교과서는 탐구 과제 실험의 요한 출처가 되며,

학생들은 교과서가 제시하는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조희형,박승재,1995).

국내 , 등학교 실험수업을 분류한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실험 수업이

발견 확인 실험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즉, , 등학교에

서 부분 실험 차가 교사나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다(양

일호 외,2007).이처럼 학교 과학실험수업은 부분의 차가 학생들에게 주

어지는 형태이기에 학생들의 과학 사고 향상의 기회 제공이 어렵다는 비

이 있지만,구조화된 과학 탐구 차에 한 훈련없이 탐색 실험 연

구 실험과 같은 개방 탐구 실험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발견 확인 실

험 역시 학교 실험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실험수업에서는 실험 활동지나 실험서가 교과서이고,교과서

는 참고서이기에 실험 활동지나 실험서를 보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조희

형,최경희,2001).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 활동지가 별도로 있지 않기

에 교사들이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고,학생들은 실험 활동지를 읽으며 그것

이 지시하는 방법과 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험 수

업의 질은 교사가 제작하는 실험 활동지의 질에 향을 받게 되고,교사의

실험 수업 설계 능력은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에게 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측정이 포함된

실험을 제시하고,실험수업을 하기 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비교사들이 실험 활동지 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질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특히 변인 설정,표와 그래 ,측정 불확도 고려

의 에서 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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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에서 겪는 어려움

-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측정실험을 심으로

1.1.연구 상 연구 방법

1.1.1.연구 상

본 연구는 물리교육을 공한 서울소재 학교 3,4학년 비교사 21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이들은 학부 1학년에서 물리학 실험 1,2를 수강하

고, 공 물리 실험 수업인 물리 실험 시범 1,2를 1년 동안 수강한 학생

들이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소 1회 이상 측정 불확도의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이 학기 수업에서 측정 불확도 교육을 실시하고 측정 불확도 개념을

평가하 을 때, 부분의 비교사들은 불확도 공식을 이용하여 합성

불확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이러한 비교사들을 상으로 1학기 동안 로

젝트 과제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 다.

1.1.2.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 로젝트

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는 1학기 정규 실험 수업의 로젝트 과제 형태로

진행하 다.실험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실험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 고,각자 하나의 주제에 해 실험 활동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시하 다.특히 실험 선택시 측정이 포함되는 정량 인

실험을 선택하도록 권장하 으나,교과서 실험에 측정이 포함된 실험이 많지

않았기에 모든 비교사들이 측정 실험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실험 활동지

설계 로젝트는 아래의 [표 III-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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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등학교 과학교과서 실험 수업 설계 로젝트 진행 순서

로젝트 진행 순서 세부 설명

측정 불확도 교육 측정 실험에서의 측정 불확도 이론 교육

실험 선정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택일

1차 활동지 제작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활동을 바탕으로 실

험 활동지 제작

실험 수행
자신이 제작한 1차 활동지에 맞추어 실험

수행

설문 2차 활동지 제작 과정에 한 설문

2차 활동지 제작 실험 수행 후,수정 활동지 제작

최종 발표 최종 활동지 제작하여 발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측정 불확도 교육 이론 수업을 진행하 다.이

학기에 비교사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으나,이해를 돕기 해 개념을 설명

하고,측정 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측정 불확도 계산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 다.이를 통해 활동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측정 불확도 개념 부

재로 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 다.측정 불확도 교육 자료

는 뒤의 부록에 제시하 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택일하여 활동지를 제작

하도록 하 다.특히 2007개정 학교 1,2,3학년 교과서,2007개정 고등학

교 과학,7차 교육과정 물리 1,물리 2,과학고에서 사용하는 물리 실험 교과

서를 제시하여 그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선택하도록 하 고,가능한 측정

개념이 포함된 실험을 선택하도록 권장하 다.참여한 비교사 인원은 총

21명이었으나,최종 결과를 제출한 비교사는 17명이었고,총 17개 실험의

제목과 특징을 아래의 [표 III-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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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비교사들이 선택한 실험 제목과 실험 주제 실험의 특징;

실험 특징의 Qual.O.(QualitativeObservation)는 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성 인 찰 실험,Quan.M.T.(QuantitativeMeasurmentfor

Tendency)는 경향확인을 한 정량 측정 실험,Quan.M.C.(Quantitative

MeasurmentforConstant)는 물리상수측정을 한 정량 측정 실험을

가리킨다.

실험 제 실험 주제 특징 

전동  만들 전동 를  직접 제 Qual. O.

정전  도 실험 정전   도를 정량적  측정 Quan.  M. T.

액체  절률 측정 물과  식  절률 측정 Quan.  M. C.

물  얻  열량
열 량   다른 물  시간에 른 

도변  측정
Quan.  M. T.

 비열 측정 다양한   비열 측정 Quan.  M. C.

심  하여 

물체  질량 하
물체   질량에 른 주  측정 Quan. M. C.

지  막 를 한 

돌림
전평   상태에  돌림  측정 Quan. M. T.

  공식 Quan. M. T.

샤프심  저항측정
샤프심   단 적과 에 른 

저항 측정
Quan. M. C.

액체비열 비 하 다양한  액체  비열 측정 Quan. M. T.

에 한 역학적 

에 지 보존

낙하하는  물체  역학적 에 지 

보존 
Quan. M. T.

빛  직진  실험
그림   실험  통한 빛  직진  

Qual. O.

역학적  통한 

저항  발열 매커니  

해

전류가  르는 저항에  발열  

는 상   해
Quan. M. T.

고체  비열 고체   비열 개  Qual. O.

창하는 ( 폭발 

우주 )

창하는   우주  창에 

비 하여 빅뱅 우주  
Quan. M. T.

마찰  측정
다양한   에  정지 마찰

 측정
Quan. M. T.

열 량 열 량   개  Quan. 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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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택한 실험에 해 스스로가 교사의 입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실험

교육을 하기 한 1차 실험 활동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 다.특히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 정보만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 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작성한 1차 활동지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

다.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제작된 1차 활동지를 통해 학생의 입장에서

실험을 수행하면서 실험 활동지로서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하 다.그리고

그 내용을 설문을 통해 구체 으로 작성하도록 하 는데,설문에는 구체 으

로 실험 과정,표,그래 등의 실험 결과,실험의 유의 의 역에서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작성하도록 하 다.그리고 설문에 작성한 내

용을 통해 2차 활동지를 제작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는 최종활동지 제출은 비물,학습 목표,실험 과정,실험 사진,

실험 결과,토의 평가,유의사항이 포함된 형식으로 학생용 활동지와 교

사용 활동지로 제출하도록 하 다.특히 교사용 활동지는 학생용 활동지에

자신이 실제로 실험해서 얻은 측정 결과가 포함된 형태로 활동지 작성에 필

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다.

1.1.3.연구 분석 방법

이재 (2006)은 측정 불확도가 고려된 물리 탐구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

의 증거수집에 한 어려움에 한 분석을 하 는데,어려움에 한 분석

역으로서 실험의 계획단계,자료수집 단계,자료 처리 단계,결과의 표 ,측

정 불확도의 역으로 나 어 어려움을 분석하 다.

신 문(2011)은 학생들의 보고서를 평가하기 한 측정 개념이 강조된 평

가 거를 개발하 다.자료 수집,자료 처리,자료 해석의 범주로 나 고,

각각의 범주를 다시 행 별로 2~3개의 소범주로 구별하 다.박종찬(2009)은

이 실험 보고서 분석틀을 이용하여 과학고등학교 물리 실험활동의 보고서

분석에 이용하 고,학생들의 측정과 자료 해석능력의 향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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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소범주 세부내용

분석 역

구분

자료

수집

측정도구

선택

사용

․실험에 맞는 한 측정도구를 결정하

기
VS

․측정도구의 측정 범 를 히 선택하

기
VS

측정 수행

․측정해야 할 변수 올바르게 선택하기 VS

․독립변인의 설정(크기,간격)고려하기* VS
․필요한 경우 반복측정을 고려하기 VS

측정 결과

정리

․SI단 기 에 맞는 올바른 단 를 사

용하기
NC

․측정해야 할 변수에 한 단 를 사

용하기
NC

신 문이 개발한 보고서 평가 거를 용할 때,실험에 따라 항목의

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할 항목의 선택이 필요하다.측정

실험 활동지에 한 평가를 한다는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항목을 선택하

고,활동지 분석의 에 맞추어 수정하고,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이를

[표 III-3]에 제시하 다. 를 들어 올바른 읽기,내삽과 외삽을 통한

자료 해석,측정값들의 퍼짐(scattering)에 한 해석,오차의 원인 악

처치 등의 항목은 실험 보고서에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활동지 설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그리고 이러한 평가 거를 활동지 내용

구성에 맞추어 4가지 역으로 분류하여 [표 III-3]에 분석 역을 제시하

다.분석 역은 변인 설정(VS,VariableSetting),표 작성(T,Tabulation),그

래 표 분석(GPA,(Linear)GraphPlotandAnalysis),불확도 표

분석(UCA,measurementuncertaintyCalculationandAnalysis)으로 분

류하 고,활동지 분석에 고려하지 않은 역은 NC(NotConsideration)으로

표기하 다.NC로 표기한 항목은 활동지 작성에서 필요한 요소이지만,단

표기와 표,그래 의 제목 넣기와 같은 요도가 낮은 부분이었다.

[표 III-3]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평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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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표

․ 한 제목을 넣기 NC

․필요한 변수를 넣기 T

․변수에 맞는 단 를 넣기 NC

․논리 순서에 맞게( 를 들어 첫 열이

증가하는 방향)숫자들을 배열하기
T

․반복측정을 고려하여 표 작성하기* T

․원본자료(raw data)외에 필요시 처리

자료(processeddata)표 하기(그래 표

고려)*
T

그래

․ 한 제목을 넣기 NC

․필요한 변수 축 선택하기* GPA

․축에 간격(scale)을 표시하기 GPA

․변수와 변수의 단 를 표시하기 NC

․올바르게 기 GPA

․정비례 계를 얻기 해 변수를

히 변환(제곱,log등)하기
GPA

․그래 에서 선형 추세선을 올바르게 나

타내기
GPA

푯값
․ 한 푯값(Mean,Median,Mode,

RMS)을 선정하여 사용하기
NC

오차와

측정

불확도

․측정값으로부터 측정 불확도를 올바르

게 결정하기
UCA

․합성표 불확도를 불확도 공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구하기
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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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석

표,그래

해석

․변수 계를 방정식의 형태로 히 표

,해석하기
GPA

․그래 의 기울기,y 편,면 값을

하게 해석하기(계통오차 는 기값

등)*
GPA

오차와

측정

불확도

분석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결과 해석하기 UCA

․정 과 정확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UCA
․오차와 불확도 구분하여 해석하기* UCA

․불확도 를 고려하여 해당 변수의

측정 불확도가 결과에 끼치는 향의 정

도를 설명하기

UCA

․측정 불확도를 일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기*
UCA

*실험 활동지 분석을 해 신 문(2011)의 분석틀에서 수정,보완된 항목

이러한 평가 거를 바탕으로 비교사들의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를 질

사례분석 하 다.특히 [표 III-1]의 로젝트 진행에서 실시한 1차 활동지와

2차 활동지에서 1차 활동지는 완성도 수 이 낮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

고,1차 활동지와 2차 활동지 사이의 설문 내용은 2차 활동지에 용을 한

설문이었기 때문에 2차 활동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한 2차 활동지

를 바탕으로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

고,연구 분석에 반 하 다.

1.2.연구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측정 실험 수업 설계에 해 살펴보고자 하 기에 17개의 활동

지 에서 정량 인 찰([표 III-2]에서 Qual.O.로 표기)로 이루어진 실험

은 분석에서 제외하 고,나머지 실험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분석

은 [표 III-3]을 바탕으로 총 4가지 에서 살펴보았는데,실험 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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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측정 불확도 분석의 에서 비교사들

이 측정 실험 수업 설계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표 III-4] 비교사들이 작성한 실험활동지의 구성 특징;표,그래 ,측정

불확도 포함 여부,[표 III-2]에서 Qual.O.로 구분한 실험에는 측정활동이

없어서 표,그래 ,측정 불확도 분석이 포함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

실험활동지에 해 분석함.

실험 제목
표

포함여부

그래

포함 여부

측정

불확도 분석

포함 여부

정 기 유도 실험 O X X

액체의 굴 률 측정 O X X

물이 얻은 열량 O O X

속의 비열 측정 O O X

구심력을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 구하기
O X △

지 막 를 이용한

돌림힘
O X X

부력 O △ X

샤 심의 항측정 O O X

액체비열 비교하기 O O X

력에 의한 역학

에 지 보존
O O X

역학 모형을 통한

항의 발열 매커니즘 이해
O X X

팽창하는 풍선( 폭발

우주론)
O O X

마찰력 측정 O △ X

열용량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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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변인 설정에서의 어려움

용수철저울 눈금 기준추의 질량

1.2N 96.000g

0.6N 160.895g

0.2N 176.600g

1.6N 63.495g

0.8N 147.355g

1.4N 69.140g

[실험 결과]

[그림 III-1] 비교사 활동지의 변인 설정의 -부력 실험

활동지 자료의 표 작성에 따르면 용수철 울 이라는 물리량에 따른

기 추의 질량이라는 물리량을 표로 제시하고,표 안에 작성 시를 나타낸

활동지이다.그런데 독립변인로 보이는 용수철 울의 은 규칙성이 없

고,간격도 일정하지 않도록 변인을 설정하 다.이로 인해 의 표는 측정

자료를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용수철 울

의 에 따라 기 추의 질량이 어떻게 바 는 지 경향을 한 에 알 수

없으며,용수철 울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기에 두 변수의 계를 악

하기 어렵다.이 게 표를 작성한 원인은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실험을 설계

하는 변인 설정에 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활동지

의 실험 과정에서도 용수철 울 을 어느 값의 범 에서 얼마의 간격으

로 설정해야 하는 지 주어져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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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실험에서는 두 변수 간의 계를 악함으로써

실험 결과 물리량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인에 한 설정이 요하

다.특히 독립변인 설정은 무작 로 설정하는 것보다 한 측정 범 내에

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하다.이와 같은 변인 설

정을 통해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어떠한 경향으로 변하는

지를 악할 수 있으며,보다 신뢰로운 결론 도출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학생 측정 결과 제시 ]

[그림 III-2] 비교사 활동지의 변인 설정의 -열용량 실험

활동지의 실험은 물질에 따른 열용량을 정량 으로 측정해 보는 실험으

로서 물 50g,물 100g,콜라 50g,콜라 100g,식용유 50g,식용유 100g에

해 10℃ 높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특히 측정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을 고려하여 각 모둠 별로 실험을 나눠서 하도록 하 고,각 모둠

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주어진 물질의 열용량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다.반복

측정이 어렵다는 에서 1조와 4조,2조와 5조,3조와 6조가 같은 물질을 가

지고 실험을 하도록 하 고,동일한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

험 결과를 평균을 내도록 하 다.동일한 질량이지만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경

우와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다른 경우에 해 비교 하도록 하 다.즉,

실험 결과를 통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열 시간이 걸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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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따라 열용량이 다르다는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이며,질량에 비례해서

가열 시간이 길어짐을 이용해서 질량과 열용량 사이에 계가 있음을 보이

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경우 물질에 따라 가열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을 하면 알아낼 수 있지만,질량에 따라 가열시간이 길어진다는 경

향성을 알아보기 해서는 의 실험 설계처럼 50g과 100g의 두 경우만으로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실험의 경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최소한 150g일

경우 가열 시간을 측정해 으로써 경향성에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이다.즉,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량을 갖는 것을 보일 경우 2가지 경우

만 비교해도 가능하지만,경향성을 보기 해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독립변

인에 따라 종속변인이 일정한 경향을 보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의 실험 결과로는 질량에 따른 열용량의 계를 알 수 없으며,질

량에 따라 열용량이 다르다는 제한 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한 실험이

되는 것이다.오히려 와 같은 경우 물질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질량을 3가지 종류로 하 다면,실험 목 에 맞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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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물의온도℃ 속온도℃ 평형온도℃ 열용량(cal)

100g 20.5 71 23 10.4

200g 20 77 24.5 17.2

질량 물의온도℃ 속온도℃ 평형온도℃ 열용량(cal)

100g 19 70 22 12.5

200g 19 72 24 20.8

[실험 결과]

실험 2

(1) 리(비열-0.0924kcal/g)

(2)철(비열-0.11kcal/g)

[실험 결과 논의]

2. 질량에 따른 열 량의 계는 어떠한가. 계식을 유추해보자.

 열 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 is constant)                     

 

[그림 III-3] 비교사 활동지의 변인 설정의 -부력 실험

의 활동지 역시 실험 설계 과정에서 변인 설정을 잘못한 이다. 의

활동지 자료는 속의 질량에 따른 열용량을 측정하여 질량과 열용량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의 활동자료이다.특히 높은 온도의 속을 낮은

온도의 물에 넣고 열평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속의 열용량을 측정하도록

하 다.이를 해 구리와 철에 해 각각 질량을 100g,200g으로 설정하여

실험하도록 한 후,이에 한 시 답안을 제시하 다.그리고 실험 결과 논

의로서 열용량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시 답안을 제시하 다.

의 결과만을 볼 때,열용량과 질량의 계를 보기 해서는 질량에 따른

열용량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열용량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리

기 어렵다.질량이 두 배 변할 때,구리의 열용량은 1.65배 변하 으며,철의

열용량은 1.66배 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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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변수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실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의 실험처럼 2가지 경우만 살펴보아서는 100g일 경

우와 200g일 경우에 열용량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 이외의 추가 인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질량이 300g,400g,500g일 때를 추가하여 실험을 하

도록 질량 독립변수를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만약 많은 실험 시간이 소요되

는 것으로 어려움이 상되었다면,모둠별로 서로 다른 질량의 속으로 실

험하게 하고,실험 결과를 모아서 그래 로 분석하여 체 인 경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험의 목 이 열용량과 질량이 비례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

었다면,굳이 구리와 철,두 가지 속으로 실험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속

만으로 실험하더라도 실험의 목 을 살펴보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즉,

의 실험에서는 구리와 철을 각각 100g,200g으로 4번 실험하는 것보다 하

나의 속으로 100g,200g,300g,400g으로 실험하 다면 열용량과 질량에

한 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정 독립 변인의 변화에 따라 물리량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보이기

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만 보여주어도 충분하다.하지만 특정 독립

변인의 변화와 물리량 사이의 경향을 보기 해서는 3가지 이상의 충분한

실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즉,실험의 목 이 물리량의 차이를

살피는 실험인지 물리량의 경향을 보는 실험인지 확인하고,이에 따른 변인

을 설정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단순히 다양한 경우에 해 많은 측정 자

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그 결과 에서 의미있는 결과만 선별하여 분석하게

하는 것보다 실험의 목 에 맞추어 실험 변인을 설정하여 실험 활동을 하도

록 하는 것이 할 것이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막을 수 있

고,학생들이 실험 목 을 인식하고 실험 목 에 알맞은 실험을 하는데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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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

1. 샤프심1(0.3mm x 6cm)과, 전류계, 전원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멀

티미터(전압계)를 샤프심에 병렬로 연결한다.

2.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여가면서, 전류계의 눈금이 0.25A, 0.5A, 

0.75A, 1A가 될 때의 전압을 기록한다.

3. 결과를 I-V 래프 위에 나타내어 본다.

4. 샤프심2(0.5mm x 6cm), 샤프심3(0.7mm x 6cm), 

   샤프심4(0.9mm x 6cm), 에 대하여도 1~3을 반복한다.

5. 각 래프의 추세선을 리고  기울기를 하여 본다.

6. 샤프심별로 단면적을 계산하여 보고,  역수를 하여 본다.

◎실험2

1. 샤프심4(0.9mm x 6cm)과, 전류계, 전원장치를 직렬로 연결하고, 멀

티미터(전압계)를 샤프심에 병렬로 연결한다.

2.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여가면서, 전류계의 눈금이 0.25A, 0.5A, 

0.75A, 1A가 될 때의 전압을 기록한다.

3. 결과를 I-V 래프 위에 나타내어 본다.

4. 샤프심5(0.9mm x 4cm), 샤프심6(0.9mm x 2cm)에 대하여도 1~3을 

반복 한다.

5. 각 래프의 추세선을 리고,  기울기를 하여 본다.

[그림 III-4] 비교사 활동지의 변인 설정의 -샤 심의

항측정

의 활동지는 변인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 교과서의 실험을 재구성한 활동

지의 이다. 의 활동지 자료는 샤 심의 항 측정을 이용하여 단면 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항의 특성을 확인해보는 실험이다.이를 해

두 가지 실험으로 나 어 실행하 는데,실험 1은 샤 심의 단면 을 일정하

게 변화시켜가면서 류와 압을 측정하여 그래 의 기울기로부터 항의

경향을 살폈으며,실험 2에서는 샤 심의 길이를 일정하게 변화시켜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항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항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인

단면 과 길이와의 계를 살펴보기 해,단면 을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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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머지 조건을 통제시킨 후 항이라는 종속변수를 구했으며,길이를 독

립변수로 두었을 때에는 나머지 조건을 통제시킨 후 종속변수인 항을 구

했다.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실

험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원래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은 1.5V의 정해진 압에서 류를 측정하여

항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다.하지만,이처럼 한 가지 조건에서만 측정하게 되

면 주어진 조건이 실험 목 에 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

우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따라서 활동지를 구성한 비교사는 다

양한 압 조건에서의 류를 측정하고,그래 를 그려서 추세선의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으로부터 얻은 보다 신뢰로운 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험을 재구성하 다.이에 해 비교사가 언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기존 탐구 자료에서는 1.5V의 정해진 한 압에서의 류를 측정하여 그

한 지 에서의 항을 통하여 성질 비교를 하 는데,실제 실험에서는 한 지

에서만 구한 항은 불확도와 오차가 크기 때문에,같은 샤 심에서 다양

한 압에 하여 류를 구하고,그래 를 그려 추세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항값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실험을 재설계하 다.

한 의 실험에서는 압을 변화시키면서 류의 값을 측정하는 일반

인 옴의 법칙 실험과는 다르게 류의 값을 독립변인으로 두어, 류가

0.25A,0.5A,0.75A,1A가 될 때의 종속변수로서 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택

했다.이에 해 활동지를 작성한 비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5V에서 실험을 수행하여보면,0.5mm,0.7mm,0.9mm의 샤 심에 흐르는

류가 1A를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모든 샤 심에 하여 흐르는 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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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를 넘어가게 되면, 항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단면 과 길이와의 연

성을 보기에는 치 못한 실험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류의 값을 0.25A,

0.5A,0.75A,1A로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압을 측정하 다.

미리 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류가 1A 이상이 흐르면 실험 의

도에 맞지 않는 실험 결과가 나옴을 확인하 던 것이다.이에 따라 과도한

류의 값이 나오지 않도록 류의 값을 미리 정해놓고,역으로 압을 측정

하도록 하 다.더불어 이 게 실험함으로써 그래 를 그릴 때, 류를 x축

에 압을 y축에 둠으로써 그래 의 기울기로부터 바로 항을 구하는 이

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변인 설정에 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함으로써 실험의 실험 목 에

명확한 실험 활동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실험 오차가 작은 범 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를 가지고 실험하는 학생들에게 합한 실험 수업

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한 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해 으로

써 활동지에서의 표 그래 작성에 도움을 주어 실험 결과 해석을 용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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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표 작성에서의 어려움

[학생 결과 자료 종합]

[그림 III-5] 비교사 활동지의 표 작성의 -열용량 실험

활동지의 실험은 물질에 따른 열용량을 정량 으로 측정해 보는 실험으

로서 물 50g,물 100g,콜라 50g,콜라 100g,식용유 50g,식용유 100g에

해 10℃ 높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특히 측정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을 고려하여 각 모둠 별로 실험을 나눠서 하도록 하 고,각 모둠

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주어진 물질의 열용량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에

나타낸 표는 각 모둠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그런데

의 표는 결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하 음을 볼 수 있다. 쪽에 “물

50g,물 100g,콜라 50g”일 경우의 평균 시간을 작성하도록 하 고,아래쪽에

는 “콜라 100g,식용유 50g,식용유 100g”일 경우의 평균 시간을 작성하도록

하 다.이와 같은 자료 나열식의 표 작성은 표를 통해 한 에 경향을 악

하기가 어렵다.특히 의 활동지와 같이 표에 결과를 제시하고 그래 없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 자료의 경향을 악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이는 표와 그래 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경향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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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일한 자료의 표 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그림 III-6]과 같이 표를 작성

하게 되면,자료의 경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자료를 정리

한다는 표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III-6]자료의 경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III-5]의 표를 수정한 결과 시

아래의 활동지 자료는 물과 식용유에 해서 입사각에 따른 굴 각을 측

정하여 각 액체의 굴 률을 구하는 실험 결과 표를 제시하고,그 안에 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특히 각 입사각에 한 굴 각을 측정하고,굴 률을

계산하여 굴 률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굴 률에 한 푯값을 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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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실험 수행 1

[그림 III-7] 비교사 활동지의 표 작성의 -액체의 굴 률 측정

의 표 작성 자료와 련하여 본 논문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표 작성 경향

을 조사해 본 결과 공통 인 표 작성 방법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III-8]을 보면 선으로 표시한 방법(A Type)이 학생들의 공통

인 표 작성 흐름이다. 의 [그림 III-7]의 활동지 자료처럼 각 입사각에

해 굴 각을 구하고,각각의 sin값을 병렬로 구해서 굴 률을 계산한 다음

평균을 내어 실험 체의 굴 률을 구하게 된다.하지만 이처럼 표를 작성하

는 경우 물리량의 푯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그 이외의 추가 인 분석은

어렵게 된다.다른 방법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실선(BType)으로 표 한 방

법이다.이 경우 입사각과 굴 각을 구하고,각각에 한 sin값을 구한 다음

각각의 굴 률을 계산하지 않고,입사각과 굴 각의 sin값을 그래 로 표

하는 것이다.그래 에서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추세선의 기울기가 바로

체 측정값을 반 한 굴 률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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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학생들의 표 작성 경향;Atype( 선으로 표 )은

독립변수(입사각)에 따른 결과(굴 률)를 종합하여 푯값을 구함.

Btype(실선으로 표 )은 굴 률을 바로 계산하지 않고,그래 를

그려서 추세선을 통해 푯값을 구함.

이와 같이 제시하는 경우 그래 를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다양

한 장 이 존재한다.첫째,표 보다 시각 인 그래 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

이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둘째,그래 를 그린 후 추세선을 그림으로

써 체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추세선의 기울기를 계산함으로써 굴

률의 푯값을 구할 수 있다.셋째,선형 추세선으로 표 되지 않는 경우에

는 단순 선형 계가 아닌 추가 인 변수의 존재도 생각할 수 있게 되며,이

를 통제시킬 고민을 함으로써 보다 정 한 실험으로 발 시킬 수 있다.넷

째,추세선에서 벗어나 있는 변칙 인 값(outlier)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

데,변칙 인 값이 확인되고 그 값이 한 측정이 아니었다고 단되는 경

우에는 보다 정확한 푯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A type,B type모두 푯값을 구한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이지만,A

type으로 해서 표의 숫자를 보는 것보다 Btype으로 그래 를 그려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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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자료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 작성은 단순히 자료를 표에 옮겨 는 역할도 하는 반면,자료의 경향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가능하다.따라서 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측정

자료의 경향을 악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여 표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

험 결과 해석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료가 복잡해져서 표에 작

성된 결과만으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표 작성은 그래 를 그리기

한 비과정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경우 표에서 단순한 푯값만

을 계산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래 를 그리기 한 표를 작성하도

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각 인 효과가 뛰어난 그래 를 통해 측정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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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실험 수행 1 -       - 실험 수행 2 -        

    

                          - 실험 수행 3 -

                       

[실험 결과 리]

(1) 물   평균 ?                       1.31     

(2) 식용   평균 ?                   1.40     

[그림 III-9] 비교사 활동지의 반복측정 설계의 -액체의 굴 률 측정

한편 신뢰로운 측정 결과를 얻기 해서는 반복 인 측정이 필수 이다.

이와 련하여 의 활동지 자료는 입사각에 따른 굴 각을 반복 측정하여

물의 굴 률을 구하는 실험 결과표를 제시하고,그 안에 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입사각을 10도부터 80도까지 10도 간격으로 측정하 고,3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물의 굴 률을 구하고자 하 다.

의 [그림 III-9]는 비교사가 미리 실험하면서 실험한 순서에 따라 표를

제시한 것이다.즉,입사각을 10도부터 80도까지 10도 간격으로 바꾸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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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측정한 것이다.그리고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 수행 1,2,3각각을 하나의 반복 측정으로 여겼고,그 3

개의 평균값을 다시 평균하여 액체의 굴 률을 구하 다.

하지만 반복측정은 동일한 실험 환경 가운데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를 들어 와 같은 실험의 경우 입사각을 20도로 고정하

고 굴 각을 3회 측정하는 것이 반복측정인 것이다.이에 따라 실험 수행 1

에서 측정한 굴 각 16도,실험 수행 2에서 측정한 15.5도,실험 수행 3에서

측정한 15도를 평균함으로써 15.5도를 물에서 입사각 20도에 응하는 굴

각에 한 반복측정 평균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 활동지의 활동은 반복 측정활동을 했지만,반복측정의 의미를 이

해하지 못하고 표를 작성했기에 반복측정에 의한 측정값의 신뢰로움을 표

하지 못한 것이다.각 입사각도에 따른 3회의 반복측정이 이루어졌기에 각

입사각도에 따른 굴 각의 푯값과 범 가 존재하게 되고,이에 따라 굴

률의 범 가 결정되는 것이다.따라서 반복측정의 의미를 고려한 표를 작성

한다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입사각

(도)

굴 각(도) 굴 각

평균

(도)

SIN(입사각) SIN(굴 각)
측정1 측정2 측정3

10 7.5 7.5 7.5 7.5 0.17 0.13
20 16 15.5 15 15.5 0.34 0.267

30 23 21 20.5 21.5 0.50 0.367
40 30 30.5 30 30.2 0.64 0.503

50 37 36 35.5 36.2 0.77 0.590

60 41.5 41.5 41 41.3 0.87 0.660
70 45 45 45 45.0 0.94 0.707

80 49 50 50 49.7 0.98 0.762

[그림 III-10][그림 III-9]의 표를 올바르게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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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과 같이 입사각에 따른 3회의 굴 각을 반복측정하 으므로 3

개의 측정값에 해 평균을 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입사각과 굴 각 평균

을 이용해서 Sin값을 구하고,그래 를 그린 후 추세선을 통해 물의 굴 률

을 구해야 실험 결과 체를 반 하는 물의 굴 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2.3.그래 표 분석에서의 어려움

실험 결과 1. 실험결과  얻   값  그래프에 나타내보 .

 

실험 결과 2.  다  를 채운 후, 를 바탕  무엇  알게 었는지 

본 후, 조별  해보 .

도 변 (℃) 물 식 우

0  ~ 1 5 9 4.5

1  ~ 2 5 9 7.5

0  ~ 7 35 63 49.5

[그림 III-11] 비교사 활동지의 그래 작성의 -액체 비열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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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지는 여러 종류의 액체를 가열하면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통해

액체마다 비열이 다름을 확인하는 실험 활동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이에

해 측정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표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 의 자료이다.

그래 에는 각 측정 시간에 해당하는 온도를 으로 어 나타냈고,각 들

을 선으로 이어서 표 하 다.그리고 이에 한 분석으로 다시 표를 그려서

0분～1분에서의 온도 변화,1분～2분에서의 온도 변화,0분～7분에서의 온도

변화를 제시하 다.그리고 이에 한 결론으로서 각 액체마다 가열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열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고,우유

는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으므로 온도 변화가 불규칙 이라는 해석을 하도

록 유도하 다.

의 그래 를 보면,측정 자료를 으로 표 하고,이 들을 실선으로 이

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이때 이 선은 추세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활동

지 결과 분석에서 이 실선에 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았다.즉, 의 활동지

에 표시된 선은 자료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선인 것이다.

한편 실험 결과 2에서는 특정한 시간 구간 내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는 표

를 그려놓았다.특히 세 번째 행에는 0분～7분까지의 온도 변화를 작성하도

록 하 고,사실상 기울기의 의미를 표 하도록 하 다.결국 실험 결과 1의

그래 에서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실험 결과 2를 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래 에 추세선의 기울기를 표 했다면,굳이 추가 인 표를 제

시하지는 않아도 음을 알 수 있다. 한 실험 결과에 한 분석으로서 우

유의 경우 온도 변화가 불규칙 이라는 해석을 내리게 되는데,이에 해서

도 추세선에 해 측정한 들이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온도에 따

라 불규칙 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 으로 그래 작성시 측정값을 으로 표 하는 분산형의 그

래 를 그리고 이 들을 이어서 표 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하

지만 이러한 표 보다는 추세선을 그리고 기울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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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로부터 체 자료의 경향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고 말할 수 있겠다.

물 속 나무1

[실험 결과 - 래프 작성]

[그림 III-12] 비교사 활동지의 그래 작성의 -부력 실험

의 그래 는 두 변수간의 계를 그래 로 나타내도록 활동지로 제시하

고, 시로서 나타낸 것이다.먼 의 그래 의 경우 그래 의 제목으로

측정 자료의 상황을 표 해 놓았으나,명확한 그래 의 이름,축 이름,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의 의미 악이 어렵다. 한 의 그래

의 결과로만 단할 경우,독립변인이 커질수록 종속변인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 그래 를 통해 얻고자 한 의도는 독립변인에 따라 종속변인의

값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종속변인의 값은 -18.45～ -18.77정도의 값의

범 를 갖기 때문에 이는 거의 일정한 값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한 그래

던 것이다.하지만 와 같이 y축의 간격을 매우 작은 수치로 바꾸어

그래 로 나타내었기에 작은 수치의 범 임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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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래 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값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기 해 축

의 간격을 확 해서 표 할 수도 있지만,이 경우에서는 이러한 축의 확

가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즉,그

래 의 축 간격을 제시함에 있어서 실험의 목 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의 활동지의 목 처럼 일정한 값을 보이기 해서 그래 를 그리는

경우,그래 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래 표 이 된다.이러한

경우에는 그래 작성보다 표로부터 푯값을 구하고 푯값에 한 범 를

구해주어 결과 물리량이 어느 정도의 범 내에서 일정한 푯값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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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1)실험 에서 용수철 울 (N)

나무토막의 개수 1회 2회 3회 평균

1 0.8 1 0.9 0.9

2 1.6 1.8 1.9 1.77

3 2.6 2.7 2.8 2.7

2)사포 에서 용수철 울 (N)

나무토막의 개수 1회 2회 3회 평균

1 2.2 2.1 2.2 2.17

2 4.4 4.2 4.3 4.3

3 6.5 6.3 6.5 6.43

[그래 표 ]

0 1 2 3 4

용수철저울

눈금(N)

나무도막개수

실험대위

1회

2회

3회

평균

0 1 2 3 4

용수철저울

눈금(N)

나무도막개수

사포위

1회

2회

3회

평균

[그림 III-13] 비교사 활동지의 그래 작성의 -마찰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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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의 실험은 수평면 에 나무도막을 올려놓고,용수철 울로 잡

아당겨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용수철 울의 을 측정함으로써 최 정

지 마찰력을 측정하는 실험이다.특히 나무 도막의 개수를 1개,2개,3개로

늘려가면서 측정하 고,수평면을 실험 와 사포 로 바꾸어 가며 측정

하 다.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구함으로써 측정값을 얻었으며,이를 그

래 로 표 하여 경향을 보고자 하 다.그런데 의 그래 와 같이 1회 측

정할 때,나무도막 1개,2개,3개일 때의 용수철 울 을 선으로 그어서

표 하 고,반복 측정하여 2회째 측정 자료와 3회째 측정 자료를 동일한 방

법으로 표 하 다.

의 활동지를 제작한 비교사는 이러한 그래 작성에 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3회 측정과 평균값을 한 그래 에 같이 그려서 실험의 재 성이 높은지 스

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실험 결과를 표 한 그래 는 학생의 의도처럼 실험의 재 성을 확인

할 수 있고, 체 인 경향은 볼 수 있으나,그래 상에서 자료들이 겹쳐서

표 되기 때문에 그래 에서 정량 인 값의 확인이 어렵게 되어 있다.특히

평균값에 해서도 표 하 는데,다른 자료 표 에 의해 평균값의 확인이

어렵게 되어 있다.이는 표에 제시된 원본 자료를 그래 에 모두 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그래 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그래 에 반드시 모든 원본 자료가 표 될 필요는 없다.그래 는

정량 인 값을 표 해서 정량 인 분석을 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에서

볼 때,오히려 표에서 푯값만을 선택해서 그래 로 그렸다면 의미가 있었

을 것이다.만약 푯값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반 하고 싶다면, 푯값과

그 값의 범 를 오차 막 로 표 하 다면 명확한 그래 표 이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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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의 활동지에서는 와 같은 그래 를 그리고 아래와 같은 논의 질

문을 함으로써 실험 와 사포 에서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도록 하 다.

논의 4.실험 에 나무토막을 올려놓았을 때와 사포 에 나무토막을

올려놓았을 때 용수철 울의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로부터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논의 5.가로축은 나무토막의 개수,세로축은 나무토막이 움직이는 순간에

용수철 울의 으로 그래 를 그렸을 때 그 기울기는 나무토막을 어디에

올려놓았을 때 커지는가?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의 [그림 III-13]과 같이 그래 를 그리고 그래 를 비교하도록

한다면,논의에 한 답을 하기 어렵다.더욱이 y축의 도 명확하게 주

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울기를 비교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 그래 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 는 막 형 그래 와 분

산형 그래 인데,만약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

라면 막 형 그래 를 그리고,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라면

분산형 그래 를 그려야 한다. 한 내삽,외삽 추세선을 그리는 것은 분

산형 그래 에서 가능하다(이재 ,2006). 의 그래 에서 x축을 살펴보면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로 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의

그래 는 분산형 그래 가 아닌 막 형 그래 로 그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한 범주형 변수에 한 그래 이므로 추세선을 그려서 기울기를 악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된다. 한 그래 표 을 해서는 x축으로 표 된

나무토막의 개수를 무게로 표 하여 연속형 변수로 표 해 주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의 활동지의 실험 목 과 논의 방향에 맞추어 그래 를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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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면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III-14][그림 III-13]에 제시된 그래 를 올바르게 표 한

먼 그래 가 나타내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해 실험 상황과 측정값

을 그래 의 제목으로 표 하 고,측정된 결과를 으로 표 하 다.그리

고 x축이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분산형 보다 막 그래 형태로 표 하는

것이 하지만, 의 실험 논의 방향에 맞추어 그래 의 기울기를 도출해

내기 해서는 분산형으로 표 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나무토막의 개수

를 나무토막의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냈다.그리고 [그림 III-14]에는 모든 측

정 자료를 표 하기보다 푯값과 범 를 표 하 으며,범 를 표 하기

해 오차 막 를 이용하 다.특히 푯값의 범 는 값의 퍼짐 정도를 가장

간단하게 반 할 수 있는 분산값으로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 다.그리

고 각 측정값의 오차막 를 포함하도록 추세선을 그렸고,추세선의 기울기를

확인하 다.실험 와 사포 의 두 상황에 해 한 그래 에 그리고 추

세선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두 실험 상황에 해 추세선의 기울기가 명

확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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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지 자료를 볼 때,그래 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원본 측정

자료의 모든 값을 그래 에 표 함으로써 일 인 측정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러나 그래 는 자료를 분석하기

한 도구이므로 푯값 범 와 같은 분석된 자료의 형태로 나타낼 때,자

료 분석을 한 그래 의 활용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4.측정 불확도 표 분석에서의 어려움

[실험 결과]

① 지레가 수평을 유지할 때의 결과(중심까지의 거리, 무게)를 다음 표에 

기록하자.

추 사람

중심까지

거리(cm)

무게

(N)

돌림힘의

크기(N․m)

중심까지

거리(cm)

힘의 크기

(N)

돌림힘의

크기(N․m)

3.50

 2.1 0.0735
 3.50

 2.2 0.0770

 2.1 0.0735

 2.2 0.0770  2.2 0.0770

돌림힘 크기의 평 (N․m) 0.0758

 2.1 0.0735  7.00

 1.1 0.0770

 1.2 0.0840

 1.0 0.0700

돌림힘 크기의 평

(N․m)
0.0747 돌림힘 크기의 평 (N․m) 0.0770

[실험 정리]

③ 중심까지 거리와 무게의 값을 곱했을 때 추의 경우와 사람의 경우  

값이 같은지 확인해보자. 돌림힘의 크기는 중심까지의 거리와 힘의 크

기의 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단위와 함께 돌림

힘의 크기를 표에 기록해보자.

 - 중심까지의 거리와 무게, 힘을 곱한 값을 살펴봤을 때 세가지 경우의 

평 값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5] 비교사 활동지의 측정 불확도 표 용의 -

지 막 를 이용한 돌림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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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지 자료는 회 평형에 의해 수평을 이루는 지 에서 돌림힘(토

크)을 측정하는 실험의 활동지를 작성한 것이다.활동지에서 지 라고 표

한 수평막 의 왼쪽에는 추를 두고,오른쪽에서는 사람이 잡아당기도록 하

고,회 축으로부터 힘 까지의 거리와 작용한 힘을 측정하여 돌림힘의 크기

를 비교하 다.회 평형에 한 실험이므로 회 축을 심으로 왼쪽과 오른

쪽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이었고,

실험 결과 정리에서 시답안으로서 계산된 돌림힘의 평균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명시하 다.

하지만,실험 결과의 평균값을 엄 히 비교하면,정확히 일치하는 값은 아

니다. 실험에 한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이었다면, 의 실험 결과의 평

균값만을 보고 단할 때,추에서 작용한 돌림힘 0.0747Nㆍm보다 사람이 작

용한 돌림힘 0.0770Nㆍm가 약 3% 정도 반 으로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즉,값의 푯값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실험 목 에 맞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해서 와 같이 두 물리량의 값이 서

로 같은지 단해야 하는 경우,평균값과 함께 측정 불확도를 표 해 주는

것이 좋다.계산 과정상에서 평균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측정 불

확도를 함께 표 해주면 겹치는 범 가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물리

량 값을 갖는다는 결론에 신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 활동지를 작성한 비교사는 와 같이 푯값만을 표 한 이유

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3번씩 측정한 실험 결과 값에 해서는 표 편차를 이용한 불확도를 구하

기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평균을 구하여 그 값을 비교하는

정도로만 결과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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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사의 생각에 따르면,값의 분산 정도를 표 하는 데에는 반드

시 표 편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편차를

구하기 해서는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고 계산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부담을 수 있어서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결과를 처리하 다고

하 다.

물리량의 표 편차를 표 한다는 것은 값의 측정 불확도를 표 하는 한 가

지 방법이다.측정 불확도 이론에 따르면 A형 표 불확도와 련되는 값이

다.측정 불확도는 말 그 로 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표 하는 것이고,그 값

자체도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측정 불확도 구하

는 것에 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측정 불확도를 구하기 해서는 사람

의 반복측정에 의한 우연성이 포함되고,측정 기계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있

어서 측정자가 가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측정 불

확도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측정 불확도를 표 하지 않게 되면,그러한 표

자체가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험 결과로서 력상수가 9.8이 나온다고 제시하는 것보다,9.7±0.3

이라고 표 하는 것이 보다 신뢰로운 표 인 것이다.동일한 실험을 통

해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실제 측정되는 값은 정확하게 9.8이 나오는

것이 아닌 9.7±0.3의 범 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더불어 이러

한 값의 표 이 9.7±0.3보다 9.7±0.1로 표 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물리량의 표 을 할 수 있으며,그 다고 하더라도 9.7±0.3이

잘못된 표 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이다.불확도를 표 하는 것은 그 표

자체가 결과값의 신뢰도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되며,정 한 측정 여건이

된다면 작은 측정 불확도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값의 범 를 표 시 반드시 표 편차를 계산해야

하고,표 편차를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 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는 생각은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최소한 학교 학생들도 값의 최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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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최댓값을 구하는 것을 알기에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여 값의 범 로

표 하는 것도 측정 불확도를 표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차 석]

물  경우 론값  1.33에 해 1.4%, 식용  경우 론값  1.47에 

해 5% 도  차  보 다. 물  경우 결과  충 히 신뢰할 만 하 , 

식용  경우 그 재료에 라 값  차 가 리라는 것  감안한다  

납득  는 값 다. 

[그림 III-16] 비교사 활동지의 오차 분석의

-액체의 굴 률 측정

의 활동지 자료는 액체의 굴 률 측정 실험에 한 오차 분석에 한

시로서 활동지에 제시한 것이다.물의 경우에는 1.4%,식용유의 경우에는

5%라는 오차를 계산하여 제시하 고,1.4%의 오차에 해서는 충분히 용인

이 가능하며,5%의 오차에 해서도 결론 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값이라

고 표 하고 있다.하지만,과학 인 근거가 있는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

며, 와 같은 오차 분석은 신뢰를 가지는 오차 분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이다.

신뢰로운 측정값의 표 을 해서는 측정한 표값에 한 오차를 표 하

기 보다는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측정 불확도를 표 해 주는 것이

하다. 의 자료처럼 문헌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여 오차가 몇 %

가 나왔다고 할 때,이 실험값의 성에 한 단은 경험 인 측정 지식

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의 활동지 시자료처럼 개인 인 주 에 바탕

을 두게 된다.이 게 오차에 해 주 단으로 실험 결과를 단하는

것보다 내가 실험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푯값과 측정 불확도를 표

해 으로써 측정 불확도 안에 문헌값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험 결

과를 단하는 것이 보다 과학 인 자료 해석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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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명확한 측정 불확도 근거를 기반으로 측정 불확도를 표 하는 것

이 실험자의 실험결과에 한 주 단을 이고,보다 신뢰로운 측정 결

과를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1.3.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이 ,고등학교 과학 물리 교과서에 제시된

측정 실험을 수업하기 해 작성한 실험 활동지를 분석하 다.이 과정에서

비교사들은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해 어

려움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설정에서 독립변인을 설정할 때,크기 순서와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독립변인 조건에서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그리고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사이의 경향을 보기 한 실험에서 단 2가지 실험 결과를 얻도

록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실험의 목 이 물리량의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

인 경우,두 가지 실험 결과가 서로 다름을 입증하면 되지만,두 변인 사이의

경향을 보기 해서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실험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한 고려 없이 변인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작성에서는 표를 단순히 측정 자료를 순서 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의 한 구성은 자료

의 경향 악에 용이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

었다.그리고 측정 자료의 분석을 해 그래 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래 를

그리기 한 표 구성을 갖추어야 하지만,그래 없이 표에서 측정 자료의

푯값을 계산하여 얻는 경우가 많았다.즉,그래 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 에 한 이해가 부재된 가운데 모든 자료의 분석을 표로 마무리

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 표 작성시 반복측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를 작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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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표 에 있어서는 그래 에 표 하는 측정값을 분산형 그래 로 그

리고 이 들을 의미없는 선으로 이어서 표 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리고 그

래 의 축 간격을 표 함에 있어서 실험의 목 과 무 하게 자세하게 확

하여 축 간격을 표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 독립변인에

해 일정한 값으로 종속변인이 주어지는 경우,상수 함수와 같은 일정한 값

이 표 되는 그래 로 그림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계를 가지는 듯

한 혼동을 수 있는 그래 를 그리는 경우가 있었다.그리고 그래 를 그

릴 때,표에 제시된 원본 자료를 그래 에 모두 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여러 측정자료를 복해서 한 그래 에 표 하는 것이 보다 신뢰로운

그래 표 방법이라고 여기는 비교사들도 있었다. 한 그래 의 x축이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로 표 하여 그래 의 기울기를 분석하려는

경우가 있었다.

측정 불확도 표 분석에 있어서는 두 물리량이 동일한 값을 지니는 물

리량임을 확인하는 경우,측정 불확도의 고려없이 푯값으로만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한 측정량의 퍼짐에 한 표 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표

편차를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표 편차를 계산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표 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발견되기도 하 다.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표 하는데 있어서 값의 범 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

로 표 할 수도 있음에도 측정 불확도 표 에는 복잡한 계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한 측정 불확도 분석 신 측정 푯값과

문헌값에 한 오차만을 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측정 불확도에

한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용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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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리 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에서 겪는 어려움

-단진자 주기 측정 실험을 심으로

2.1.연구 상 연구 방법

2.1.1.연구 상

본 연구는 물리교육을 공한 비교사 15명과 물리교육을 공한 학원

생 9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비교사 15명은 모두 최소 1회 이상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았으며,불확도 공식을 이용하여 합성 불확도를 계산

할 수 있었다.그리고 학원생 9명 에는 2명만이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었고,9명 6명은 직 교사이거나 교직경험이 있는 학생이었

다.연구에 참여한 상에 한 분포는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연구 참여 상의 특성 분포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았음.

측정 불확도 교육

받은 없음
합계

교직 경험이

아직 없음
16 2 18

교직 경험이

있거나,

직 교사임

1 5 6

합계 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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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물리 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

앞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분

석,측정 불확도 표 분석 역에서 학생들이 측정 실험 활동지 설계에

어려움을 겪음을 확인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분석 역이 잘 드

러날 수 있는 실험으로서 물리 상수 측정 실험 형태를 선택하 다.물리 상

수 측정 실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일정한 물리 상수를 측정하여 얻어내어 유

의미한 일반화로 조직한다는 에서 조희형과 박승재(1995)가 분류한 실험수

업 유형 에서 귀납 실험 형태를 지닌다. 한 물리상수를 구하기 해

과학 모형식이라는 추상 지식에 해 구체 인 경험을 갖게 한다는

에서 확인실험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리 상수 측정 실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진자의 주기를 이용

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을 선택하 다.이 실험 주제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

서에서 잘 알려져 있는 실험이며,진자,자,시계와 같은 간단한 실험기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실험이다.

[그림 III-17]단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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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7]과 같이 회 축 O를 심으로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단진

자가 기 각도 에서 력에 의해 진동한다고 할 때,회 축에 의한 성모

멘트 와 력에 의한 토크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이때,토크 에는 각

도 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음수의 부호를 사용하 다.

 ,  sin [식 II-1]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식 II-2]

이 식의 해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단진자의 진동 각도 가 작은 각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sin≈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식을 얻을 수 있다.

″


≈ [식 II-3]

이는 조화 진동자의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해를 지닌다.

  cos [식 II-4]

이때,와 는 진폭과 상을 나타내는 상수이며 각진동수는  





의

의미를 지닌다.따라서 단진자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식 II-5]

한편 [식 II-3]과 같은 근사를 사용하지 않기 해 에 지 에서 근하

여 단진자의 해를 얻으면,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식 II-6]

따라서 단진자의 진폭이 커질수록 각진동수는 작아지고,주기는 커지게 된

다.하지만,각도가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식 II-5]와 동일하게 된

다.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는 [식 II-5]에 따르면,진자의 주기와 의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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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력가속도라는 물리상수를 측정할 수 있다.단진자로부터 력가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길이와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는

물리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정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실험이

고,이외에도 추의 질량,진동의 각도와 같이 통제변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

기에 변수 설정에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이다.그리고    


와 같이 의 길이와 주기에 한 측정과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력가속

도를 구하기 때문에 표 작성이 요하게 되고,의 값을 구하기 한 선형

그래 를 그리기 해서는 과  

이라는 두 축을 잡는 특별한 과정이 포함

되므로 그래 의 표 분석도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측정 불확도 분

석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독립 인 차원이 다른 물리량이기 때문에 상

계가 없는 측정 불확도의 합성이 가능하며,주기에 제곱을 하는 연산으로 인

해 측정 불확도 분석에서 가 치가 달라지는 등 실험 활동지를 설계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실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림 III-18]과 같이 고등학교 물리 교과

서에 나온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을 제시하 고,특

히 [식 II-5]의 조건이 만족하도록 단진자의 진동주기가 5°로 지정하여 실험

을 제시하 다.[그림 III-18]에는 실험 제목,실험 목 ,배경 이론,실험 과

정 실험 그림이 제시하 고,이를 바탕으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해보도록

하 다.그리고 실험 활동지의 형식으로는 표 작성,그래 표 분석,측

정 불확도 표 분석 역에서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III-18]과 같이 교과서에 실험이 주어진 경우,실험의 목 과 독립변수,종속

변수에 한 언 이 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 설정 역

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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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진자의 주기 측정

가. 목표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중력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이론

 단진자의 주기는 





이다.

다. 준비물

 기구: 초시계 1개, 스탠드 1개, 추 300g, 클램프 1개, 대자 1개

 재료: 실

라. 실험 과정 및 결과

 (1) 단진자의 길이를 25~125cm까지 25cm씩 늘여 가면서 주기를 측정한다.

 (2) 실에 추를 매달고 진동각은 5°정도로 실험 조건을 같게 해 준다.

 (3) 진자의 길이에 따라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그린다.

 (4) 측정값을 이용하여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구한다.

[그림 III-18]설문으로 제시된 실험 -단진자를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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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소범주 세부내용

분석 역

구분

자료

처리
표

․필요한 변수를 넣기 T

․논리 순서에 맞게( 를 들어 첫 열이

증가하는 방향)숫자들을 배열하기
T

․반복측정을 고려하여 표 작성하기 T

․원본자료(raw data)외에 필요시 처리

자료(processeddata)표 하기(그래 표

고려)

T

2.1.3.연구 분석 방법

1.1.3 에 제시한 연구 분석 방법처럼 [표 III-3]에 제시한 평가 항목에 따

라 단진자를 이용한 력가속도 실험의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를 분석하

다.[그림 III-18]과 같이 실험활동지 제작에 앞서 실험의 목 과정이 주

어져 있는 형태 으므로 [표 III-3]에서 변수 설정(VS,VariableSetting)

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역 표 작성(T,Tabulation),그래 표 분

석(GPA,(Linear)GraphPlotandAnlaysis),측정 불확도 표 분석

(UCA,MeasurementUncertaintyCalculationandAnalysis)에 해서 분석

하 다.본 의 연구에서 이용한 활동지 평가 항목과 분석 역을 [표 III-6]

에 제시하 고,[표 III-6]에 제시된 항목은 [그림 III-18]과 같이 주어진 물리

측정 실험에서 활동지를 제작할 때의 평가 거라고 할 수 있겠다.1.1 에서

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을 주제로 하 다면,이번 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물리 상수 측정 실험의 형태를 주제로 지정하 기 때문에 1.1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어려움 에서 이번 의 연구 분석을 통해 공통 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찾으려 하 다.

[표 III-6]물리 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 평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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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필요한 변수 축 선택하기 GPA

․축에 간격(scale)을 표시하기 GPA

․올바르게 기 GPA

․정비례 계를 얻기 해 변수를

히 변환(제곱,log등)하기
GPA

․그래 에서 선형 추세선을 올바르게 나

타내기
GPA

오차와

측정

불확도

․측정값으로부터 측정 불확도를 올바르

게 결정하기
UCA

․합성표 불확도를 불확도 공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구하기
UCA

자료

해석

표,그래

해석

․변수 계를 방정식의 형태로 히 표

,해석하기
GPA

․그래 의 기울기,y 편,면 값을

하게 해석하기(계통오차 는 기값 등)
GPA

오차와

측정

불확도

분석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결과 해석하기 UCA

․정 과 정확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UCA

․오차와 측정 불확도 구분하여 해석하기 UCA

․불확도 를 고려하여 해당 변수의

측정 불확도가 결과에 끼치는 향의 정

도를 설명하기

UCA

․측정 불확도를 일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기*
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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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 결과 분석

2.2.1.표 작성에서의 어려움

[그림 III-18]에 주어진 단진자를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에 따르면

단진자의 길이를 25~125cm까지 25cm씩 늘려가면서 주기를 측정하고,그래

를 그린 후, 력가속도를 측정하도록 하 다.이 실험의 독립변인인 단진자

의 길이는 이미 주어진 값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주기 측정 자료의 기록과

처리에 한 공간을 표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표에는 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를 측정하여 기록할 공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한 번의

측정으로 정확한 주기를 구할 수 없으므로 반복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공

간과 주기를 평균할 공간이 필요하며,그래 를 그린 후 력가속도를 구해

야 하므로 그래 를 그리기 한 자료 분석 공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먼 반복측정을 고려하여 표를 작성했는지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III-7]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I-7]반복측정 방법에 한 비교사들의 반응

구분 학생 수(비율)

1회 측정 9명 (37.5%)

반복측정

3회 2명 (8.3%)

5회 8명 (33.3%)

10회 2명 (8.3%)

횟수 미정 3명 (12.5%)

합계 24명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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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표 작성에서 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고,1회의

측정만으로 실험 결과를 얻도록 표를 제시하 다.이와 같이 응답한 학생들

에는 반복측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하도록 실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리고 반복측정을 고려한 학생들의 경우 5회 반복측정을 제

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회 10회를 제시한 의견이 있었다.한편 제

시된 단진자 실험이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이므로 반복측정하되,1회 측정시

5회 는 10회 진자의 왕복 주기를 측정하여 한 주기를 얻는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도록 제시하는 학생이 체의 20.8%정도 있었다.

반복측정이 고려되지 않은 표가 실험 활동지로 학생들에게 제시될 경우,

학생들은 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하며 표를 채워가게 될 것이다.결

국 1회의 측정으로 결과값을 얻고,오차가 나는 측정값을 얻은 경우에는 실

험의 목 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반복측정이 고려된 표를 제

시함으로써 1회의 측정으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고,반복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수 있으며,측정값에는 하나의 값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닌 측정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 가 존재함을 알려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표 작성에서 반복측정을 고려한 경우,반복측정된 값을 처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반복측정된 많은 자료를 자료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푯값과 값의 분산의 정보를 나타내어주는 값을 계산하는 것이 필

요하다.이와 같은 자료의 처리도 표를 통해 나타낼 때,명확한 자료의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표 III-8]는 측정 결과를 기록할 공간 외에 측정된 자료를 분석할

공간을 표에 제시하 는지에 해 비교사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특히

앞의 [표 III-7]에서 보인 반복측정 여부와 련지어서 자료처리의 과정을 어

떻게 나타내었는지를 련시켜 나타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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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반복측정 여부에 따라 표에 자료처리 과정을 포함했는지에 한

비교사들의 반응

구분 학생 수(비율)

반복측정

고려하지

않음

자료처리 과정 포함 6명 (25.0%)

자료처리 과정 없음 3명 (13.5%)

반복측정

고려

자료처리

과정 포함

반복측정 자료에

한 푯값과

표 편차

7명 (29.2%)

반복측정 자료에

한 푯값
6명 (25.0%)

자료처리 과정 없음 2명 (8.3%)

합계 24명 (100%)

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1/3은 자료 처리 과정없이 1회의 측정

결과만을 표에 기록하도록 제시하 고,나머지 2/3학생은 아래의 [그림

III-19]와 같이 1회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력가속도를 계산하는 자료 처리

과정을 표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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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9]1회의 측정결과에

해 자료 처리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낸

그리고 반복측정을 고려한 비교사들 에서 푯값과 값의 분산을 모두

나타낸 학생들은 반이 되지 않았고, 푯값도 나타내지 않고 아래의 [그림

III-20]과 같이 측정 자료만을 표에 제시하도록 작성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그림 III-20]반복측정은

고려하 으나 자료처리를 포함하지 않은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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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을 고려하 다고 하더라도 많은 자료들을 하나의 푯값으로 지정

하지 않으면,자료에 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그리고 푯값을 구하

다고 하더라도 분산에 한 정보를 표 하지 않으면,값에 해 신뢰할 수

없게 된다.즉,자료 처리 과정을 통해 푯값과 분산을 구할 때,측정에 있

어서 반복측정의 의미를 측정 결과에 반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에 자료처리과정을 넣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까?

[그림 III-18]에 주어진 실험에서와 같이 그래 를 그리고 그래 분석을 통

해 력가속도를 구해야 하는 경우,그래 를 그리기 한 자료 처리 과정을

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그래 를 표 하기 한 비로서의 표 작성인

것이다.따라서 표에 그래 를 그리기 한 자료 분석 공간이 포함되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해보았고,이에 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9]와 같았다.특히

그래 와 표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표 작성에서 그래 표 을

고려하 는지를 확인하 다.

[표 III-9]표 작성시 그래 를 고려했는지 여부에 한 비교사들의 반응

구분 학생 수(비율)

표 작성시 그래

표 을 고려함.

력가속도 분석이

가능한 그래
6명 (25.0%)

력가속도 분석이

불가능한 그래
8명 (33.3%)

그래 와 무 한 표 작성 9명 (37.5%)

기타 1명 (4.2%)

합계 24명 (100%)

그래 표 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작성한 비율은 1/3이 넘었다.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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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1]는 그래 와 무 하게 표를 작성한 경우로서 표에서 제시된 결

과와 그래 에서 그려할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다.표에서는 의 길

이에 따른 주기의 평균을 구했으나,그래 분석에서는 의 길이에 따른 주

기의 제곱 그래 를 그리도록 제시하 다.표에 주기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

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면,이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그래 를 보다 쉽게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21]그래 와 무 한 표 작성의

한편 그래 표 을 고려하여 표를 작성한 비교사들 에서 력가속도

분석이 가능한 그래 를 그리기 한 표 작성을 제시한 비교사는 체의

1/4에 불과하 다.나머지 비교사는 표에서 처리한 자료를 그래 로 연결

시켰으나,아래의 [그림 III-22]와 같이 그래 를 분석하여 력가속도를 얻

을 수 없는 그래 다.이와 같은 표와 그래 의 경우,그래 로부터 력

가속도를 구하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표에 제시된 자료를 단순히 그래 로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에 작성된 자료를 그래 로 그려서 경향을 살

펴볼 수 있지만,그래 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 목 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즉,표 작성은 실험 목 ,그래 표 과 일 성이 있도록 작성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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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2]표에서 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 를 표 하도록

하 으나,그래 로부터 력가속도 분석이 어려운

2.2.2.그래 표 분석에서의 어려움

[그림 III-18]에서 진자의 길이에 따라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 를

그리고, 력가속도를 구하도록 하 다.이에 따라 그래 를 제시할 때,어떠

한 형태로 제시되고,분석할지에 해 비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래 에는 두 축이 존재하며,한 변수에 따른 다른 변수의 계를 표 하

게 된다.두 변수가 연속 인 값을 가질 때에는 분산형 그래 로서 자료를

표 하고,그래 의 기울기 y 편을 구하여 그래 를 분석하게 된다.따

라서 그래 에 표 될 두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그래 의 분석 결과

에 향을 주게 되고,그래 의 변수 설정은 실험 목 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먼 는 비교사들이 [그림 III-18]의 실험의 그래 에 해 어떠한 두 변

수 간의 계를 표 하도록 제시하 는지 아래의 [표 III-10]에 유형을 분류

하여 나타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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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비교사들의 그래 의 변수 설정 유형 분류

그래 변수 설정 유형 구분

(축 변수 -축 변수)
학생 수(비율)

  6명 (25.0%)

  2명 (8.3%)

  2명 (8.3%)

 10명 (41.7%)

 1명 (4.2%)

 2명 (8.3%)

기타 1명 (4.2%)

합계 24명 (100%)

]

[표 III-10]의 결과 로 그래 를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이처럼

제시한 비교사들은 표 작성시 의 길이 에 따른 주기 를 측정하여 기

록하고,추가 인 자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분석 도구로서의

그래 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자료를 표 하기 해 그래 표 을 한 경

우라고 볼 수 있겠다.그리고 로 그래 를 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의

길이 에 따라서 력가속도를 계산한 후, 력가속도가 일정한 값이 나옴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이처럼 그래 를 그리는 경우는 상수함수를 얻게

되며,두 변수 간의 경향을 보고자 그리는 분산형 그래 의 목 에 맞지 않

는 그래 표 이라 볼 수 있겠다.

옳게 그래 변수를 설정한 경우로는  , , 의 경우이다.

 그래 는 기울기로서 


를 얻어서 으로 나 어 역수를 취하는 경

우이고,  그래 는 기울기로서 

을 얻어서 기울기에 을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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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경우이며, 는 기울기로서 


를 얻어서 로 나 어 역수

를 취하여 제곱하는 경우이다.세 가지 경우 모두 그래 의 기울기를 통해 

를 구한다는 맥락에서 동일하며, 력가속도 계산의 편의를 해 다양한 방

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의 변수가 히 선택되었다면,그래 표 후 분석하여 측정 자

료의 체 경향을 얻기 하여 추세선을 그려야 한다.일반 으로 추세선은

선형으로 그려서 기울기의 값을 도출하게 된다.그래 가 선형이 아닌 경우

에는 추세선의 차수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선형이 되

도록 그래 를 그리는 것이 요하고,선형인 그래 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

세선은 의미를 갖게 된다.아래의 [표 III-11]은 비교사들이 [그림 III-18]의

실험을 하면서 추세선을 어떻게 표 했는지에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11] 비교사들의 추세선 표 응답 유형

추세선 표 구분 학생 수(비율)

선형 추세선 5명 (20.8%)

이차 추세선 1명 (4.2%)

제곱근 추세선 3명 (12.5%)

추세선 사용하지 않음 9명 (37.5%)

추세선 표 여부 알 수 없음 6명 (25.0%)

합계 24명 (100%)

[표 III-10]에서 그래 의 추세선을 그렸을 때 추세선의 기울기가 의미가

있도록 그린  , ,의 비교사들 10명 선형 추세선을 정

확하게 그린 학생은 5명이었다.3명은 추세선에 한 표 여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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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알 수 없었고,2명은 그래 의 변수 설정을 히 하고도 추세선을

활용하지 못하 다.아래의 [그림 III-23]과 같이 그래 에서 분석하지 않고,

추가 인 표를 다시 그려서 력가속도를 구하도록 하 다.  그래 는

단지 과  이 비례 계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그래

분석이 아닌 각 독립변인에 한 력가속도를 계산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III-23]그래 의 추세선을

활용하지 못한

그리고 선형 추세선이 아닌 제곱근의 추세선을 표 하도록 제시한 비교

사들이 비교 많았다.아래의 [그림 III-24]는 제곱근 추세선을 표 한 로

서 이와 같은 그래 표 에서는 축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축 변수의 증

가량이 어듦을 확인할 수는 있을 뿐,추세선을 그려서 ∝인지 ∝ 

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102-

[그림 III-24]제곱근 추세선을 표 한

특히 [표 III-11]에서 선형추세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력가속도를 구

할 때,그래 를 사용하지 않고 표에서 계산하여 력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그림 III-24]의 비교사가 설명하듯이 그래 는 변수간의

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 으며,표 작성에서 체 측정 자료를 반 하는

력가속도를 계산하도록 하 다.[그림 III-24]를 작성한 비교사가 제시한

표를 아래의 [그림 III-25]에 나타내었다.

[그림 III-25]표 작성에서 체 자료를

반 하는 력가속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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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5]와 같이 표를 통해 력가속도의 평균을 구하는 경우,그래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을 놓칠 수 있다.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의

계에 한 시각 표 ,변칙 인 값에 한 분석 등은 [그림 III-25]과 같

은 표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2.2.3.측정 불확도 표 분석에서의 어려움

물리 상수를 측정하는 경우,물리 상수 값의 신뢰의 척도는 측정 불확도값

이다.동일한 물리 상수 값이라고 하더라도 측정 불확도값이 작을수록 신뢰

의 정도는 높아진다.[그림 III-18]의 실험에서도 력가속도라는 물리 상수

를 측정하는 경우이므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할 수 있다.그리고 이 측정 불

확도 값은 실험 결과에 한 신뢰의 정도를 알려 것이다.이러한 측정 불

확도 표 에 해 비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아래의 [표 III-1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참고로 응답한 비교사들 이 에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은 이 있는 인원은 16명이었고,나머지 8명은 측정 불확도 교육

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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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2] 비교사들의 측정 불확도 표 에 한 응답;학생 수의 호

안의 응답은 측정 불확도를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비교사들의 응답

측정 불확도 표 구분 학생 수 (비율)

불확도 식 작성
정확 4명 (16.7%)

부정확 3명 (12.5%)

신뢰구간 식을 측정 불확도로 표 1명 (4.2%)

표 편차를 측정 불확도로 표 3명(3명)(12.5%)

오차를 측정 불확도로 표 2명(1명)(8.3%)

측정 불확도 원인에 한 정성 설명 2명 (8.3%)

기타 설명 2명 (8.3%)

모르거나 응답없음 7명(2명)(29.2%)

합계 24명 (100%)

[표 III-12]의 결과에 따르면,불확도 식을 고려해서 측정 불확도를 표

한 비교사가 체의 1/3에 해당하 지만,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은 16명

에 해 반 이상의 비교사가 불확도 식을 고려하지 못했다.그리고

불확도 식을 었더라도 옳게 작성한 비교사는 4명밖에 없었다.그리

고 측정 불확도에 한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사들은 표 편차를 측정 불

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다.한편 오차와 측정 불확도를 혼동하는 비교

사들도 존재하 는데,참값과 푯값 사이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여 값의 정

확도를 나타내며,측정 불확도는 값의 정 도를 나타냄으로써 서로 의미가

다르다.

측정 불확도를 표 하면서 구체 으로 측정 불확도를 분석하여 작성한

비교사는 거의 없었다.[표 III-12]의 결과에서 보듯이 측정 불확도 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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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아서 측정

불확도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 으로 용하기에는 어려움

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이 력가속도라는 물리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수

업을 해 작성한 실험 활동지를 분석하 다.이 과정에서 비교사들은 표

작성,그래 표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해 나타나는 공통 인 어려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작성에서 반복측정을 고려하여 표를 작성한 비교사들이 많았고,반복

측정 횟수로는 5회를 가장 많이 선택하 지만,1회의 측정으로 실험 결과를

얻도록 표를 제시한 비교사가 체의 1/3을 차지하 다. 한 반복측정하

여 기록한 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푯값과 분산을 함께 나타내도록

하는 등의 자료 분석을 한 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반복측정

은 값이 하나의 결과만을 가지지 않음을 가정하여 수행하는 실험 활동이므

로 측정값의 푯값과 분산을 나타내 때 반복측정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한 표 구성 경향이 나타났다. 한 그래 를 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 작성이 그래 와 무 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 표 에 있어서는 두 변수 간의 비례경향을 살필 수 있는 직선형 그

래 로 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이에 따라 추세선 해석시 선형 추세선

이 아닌 이차,제곱근 추세선을 사용하는 응답이 있었고,선형 그래 를 그

리더라도 추세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실험 결과를 얻기

해 그래 에 다시 표를 작성하여 결과 도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

다.즉,직선형 그래 를 그려서 추세선 는 y 편을 얻어서 체 자료를

반 하는 물리량을 얻는 그래 의 분석도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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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불확도의 표 분석 역에서는 측정 불확도 개념을 교육받은

이 있더라도 불확도 식을 옳게 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그

리고 오차를 측정 불확도로 혼동하여 용하는 경우도 있었다.한편 측정 불

확도 표 을 바탕으로 측정 변수가 결과값의 측정 불확도에 미치는 향에

해 해석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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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분

등학교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작성에서 드러난

어려움의 사례

물리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

작성에서 드러난

공통 인 어려움의 경향

*변인

설정

- 독립변인 설정시 크기

순서,간격 고려하지 않음

-2가지 실험 결과로 변인

간의 경향 분석

-

*표 작성

- 자료 체의 경향을

악하기 어려운 표 작성
-

-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

은 표 작성

- 1회 측정으로 실험결과

를 얻은 표 작성의 경향

- 표의 역할을 측정된 자

료 기록 제시 역할로만

이해

-반복측정된 자료에 한

푯값과 분산을 구하는 자

료 처리 과정이 없는 경향

3.결론

지 까지 비교사들이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구성에서 나타난 어려움에

해 살펴보았다. 등학교 물리 측정 실험에 한 실험 활동지를 분석함으

로써 다양한 실험 주제에 따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사례를 확인하

고,측정 불확도 고려가 가능한 물리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로 주제를 제한

하여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비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아래의 [표 III-13]은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III-13] 등학교 물리 측정 실험 물리 상수 측정 실험 구성에서

드러난 비교사들의 어려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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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없이 표에서 계

산하여 결론 도출

-그래 표 을 고려하지

않은 표 작성

-그래 표 과 무 하게

표를 작성하는 경향

*그래

표

-분산형 그래 에 의미없

는 선을 이음

-모든 측정자료를 그래

에 복 표

- 실험 목 과 무 한 축

간격 설정

-상수함수를 그래 로 표 -비선형 그래 로부터 그

래 를 분석하려는 경향

-추세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

- 범주형 변수에 한 기

울기 분석

*측정

불확도

표

분석

-측정 불확도의 고려없이

푯값으로만 물리량 비교

-값의 분산정도를 반드시

표 편차로만 계산하려는

경향

- 다양한 측정 불확도의

표 응답 경향

-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 표 편차로

측정 불확도를 설명하려는

경향

- 측정 불확도 분석을 오

차 계산으로 신함

- 오차로 측정 불확도 분

석을 신하려는 경향

- 측정 불확도 분석에 어

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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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분석,측정 불확도의 표

분석의 각 역이 논리 이고 일 성 있게 제시되도록 실험 활동지를 구성

하는 데 비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실험 활

동지에 각 역을 제시하기 한 기 이 없기 때문이며,다음 장에서 측정

실험 활동지를 작성하기 한 시로서 설계틀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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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의 개발

앞 장의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작성에 나타나는 비교사들의

어려움에 해 살펴보았다. 비교사들은 이미 ,고등학교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실험을 해왔음에도 활동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 다.그리

고 학교 실험 교육을 통해 정형화된 실험을 수행해왔음에도 실제 활동지 구

성에서는 개인이 지닌 지식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비교사들마다 일 성 없

는 활동지 형태가 나타났다.이에 한 원인으로는 활동지 구성에 한 명확

한 기 방법의 부재가 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물리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기 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다.

물리 측정 실험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그 에서도 특정 물리량

혹은 물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은 과학의 발 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갖

는다.물리 상수를 얼마만큼의 불확도로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와 얼마

만큼의 유효숫자를 얻을 수 있는지는 요한 학문 인 업 으로 여겨져 왔

다.

이러한 물리량을 측정하는 실험에는 정량 인 측정 탐구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측정 활동 과정에는 변인통제 설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정,측

정량을 기록하고 처리하기 한 표 작성,자료를 분석하기 한 그래 등이

포함된다. 한 물리 상수 측정에는 측정량의 미심쩍은 정도가 존재하기 때

문에 불확도를 표 하는 것이 필수 이다.

한편 물리 실험 교육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가 요하다는 인식 연구는

많지만,실제 수업 장에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수업 시간의 제한,학생들의 수리 능력,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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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확도 이해 능력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무엇보다도 측정 불

확도를 실험 교육에 사용한 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측정 불확도를 알

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 교육에서 발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 까지의 측정 불확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이재 (2006)이 측정 불확

도에 한 교육의 부재로 학생들이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해 어려워한다

는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이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그 이후 박

종찬(2009)이 과학고 학생들을 상으로 교정 피드백을 강조한 측정과 자

료해석 능력 향상을 한 실험수업의 효과에 해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과

학고라는 특수한 집단에 해 교육을 했다는 것과 측정 불확도에 해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교육을 했다는 에서 보통의 실험 교육에

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장에 있는 교사들이 측정 불확도 개념을 명

확히 가지고 있지 않고,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는 에서 물리 교사들이 물리 실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설계틀의 개발은 요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측정 실험 구성에서 나타난

비교사의 어려움 분석 결과와 문헌을 바탕으로 물리 측정 실험 수업 구성을

돕기 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제작하 다.특히 이러한 물리량의 측정에서

물리량의 측정 불확도는 측정값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요한 값임에도 많은

비교사들이 측정 불확도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

하여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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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틀의 개발 방법

앞 장의 연구를 통해 비교사들이 ,고등학교 물리 실험 수업을 구성하

는데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측정 불확도 분석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단진자의 주기 측정으로 력가

속도라는 물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제한하여 물리 실험 수업을 구성

하도록 하 을 때, 비교사 과학교육 공 학원생들에게서 와 비슷

한 측면에서 공통 인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어

려움을 통해 물리 실험 수업 구성 이 에 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설계틀 개발에 있어서 측정 탐구 과정이 상 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싱가포르 과학 교과서(GCE ‘O’LevelPhysics)를 참고하 다(Loo&

Loo,2007).내용 심 인 활동이 많은 한국 과학교과서와는 달리 싱가포르

과학교과서에서는 과정 심 인 활동이 많으며,한국 과학교과서에는 제시

되어 있지 않은 변인 설정,변인 통제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본

설계틀 개발에 반 하 다. 한 국내 과학고 물리 실험 교과서로서 측정 실

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물리 실험 책을 참고하 다.물리 실험 책에는 실

험 측정값의 처리 방법,실험 보고서 작성법을 비롯하여 물리 세부 역의

다양한 실험들이 포함되어 있다.물론 과학고 학생들을 상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에,내용 지식보다는 과정 지식을 심으로 설계틀에 반 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02). 의 자료들에는 측정 불확도에 한 고려가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에서 정확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기 해

ISO측정 불확도 기 을 참고하 고(ISO,1993),과학 실험 상황에서의 측정

불확도 분석의 시 자료로서 Introductiontoerroranalysis에 제시된 자료

를 참고하여 반 하 다(Joh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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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계틀의 구성

측정 불확도를 고려한 실험을 구성하기 해서는 실험에 측정 활동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그리고 각 측정 변수 사이에 과학 모형식이 성립하는

경우 불확도 를 이용한 측정 불확도 계산이 가능하다.따라서 측정 불확

도를 고려하기 해 과학 모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변수를 측정하여 표

를 작성하고,그래 를 작성하며,측정 불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물리 상수

측정을 목 으로 하는 실험에 해 설계틀을 설계하 다.[표 IV-1]에는 설

계틀의 각 단계에 한 설명과 특징을 제시해 놓았다.설계틀은 크게 두 과

정으로 나눠지는데,확인 과정과 설계 과정이 있다.

확인 과정은 주어진 실험에 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설

계 과정을 한 비과정이다.확인 과정은 실험 제목,실험 목 ,과학 모

형식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비교사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

에 드러났던 경향 의 하나는 한 실험 내용 주제에 해 다양한 실험 목

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실험의 목 이 불분명해지고,학

생의 입장에서 실험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여 실험 활동만을 수행하다 마

치게 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실험 수업에는 하나의 뚜렷한 목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실험 제목과 실험 목 에서는 실험의 내용 주제와 측정

물리량,유도되어 얻게 되는 결과 물리량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실

험의 설계에 앞서 실험의 목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실험 목 을 기 로 이 실험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과학 모형식을 도록

하 는데,이는 설계 과정에서 변수 지정 표 작성,그래 작성,측정 불

확도 분석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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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단계 세부 설명 특징

확인

과정

<확인 1>

실험 제목

수업 구성하고자 하는

실험의 제목을 작성

실험 교과서에 주어

지는 경우가 많음

<확인 2>

실험 목

실험 수업의 목

목표값을 작성

<확인 3>

과학 모형식

실험 수업 목 을 반

하는 과학 모형식,공

식을 작성

설계

과정

<설계 1>

실험 측정 변수

설정

과학 모형식에 기반

하여 측정할 변수에

한 정보 작성

실험실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설계 2>

과학 모형식

분석

그래 작성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과

학 모형식 분석

모형식의 활용

에 따라 변형하여 분

석

<설계 3>

표 작성

그래 작성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표

작성

실험설계의 단계이므

로 필요에 따라서

상되는 결과 자료를

넣을 수 있음

<설계 4>

그래 표

분석

표로부터 그래 작성

하고 기울기와 y 편 도

출하여 분석

상 결과 자료를 이

용하여 그래 를 그

림으로써 그래 의

형식을 갖추기 함

<설계 5>

목표값 찾기

그래 로부터 목표값

구하는 방법 작성

실험 목 에 해당하

는 결과를 구하도록

함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

석

표로부터 측정 불확도

분석,측정 불확도 분석

표 제시

활동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활동지 구성

에 있어서 요한 부

분임

[표 IV-1]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과 각 단계의

설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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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설계 과정은 물리 실험 설계가 실제 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서 실험 측정 변수 설정,과학 모형식 분석,표 작성,그래 표 분석,

목표값 찾기,측정 불확도 분석의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 과정의 첫 번째로 실험 측정 변수 설정 단계는 독립변수,통제변수,

독립변수를 지정하고,각 변수를 측정하기 한 측정 도구를 설계하는 단계

이다.앞의 확인 과정에서 확인한 과학 모형식에 맞추어 변수를 지정해 보

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는 각 변수별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실험 기구

의 명칭과 실험 기구의 분해능을 어보도록 함으로써 뒤에 이어질 측정 불

확도 분석을 한 기 조건의 자료로서 사용된다.

다음은 과학 모형식을 분석하는 단계이다.특히 이 단계는 그래 작성

과 측정 불확도 분석의 두 가지 으로 구성되어 있다.앞 장에서 비교

사들이 활동지 작성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은 측정 실험 결과

표 분석에 그래 를 효과 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표 작성 역시 측정 자료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자료의 분석도 제한 일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과학 모형식을 분석함으로써 그래

의 축과 그래 의 기울기 y 편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여 실험 설

계 과정에서 표 그래 작성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었다. 한 비교사들은 실험 활동지 작성에서 측정 불확도를 표 하는 것

에 어려움을 느 고,이에 따라 분석도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특

히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측정 불확도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측정 불확도 계산에 용이한 형태

로 과학 모형식을 바꾸고,불확도 식을 제시해 으로써 해당 실험에

서의 측정 불확도를 구해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은 표 작성 단계이다.이 단계 역시 과학 모형식 분석 단계와 같이

그래 작성과 측정 불확도 분석 두 가지 으로 구성되어 있다.앞장에서

살펴본 비교사들이 표 작성과 련하여 겪는 어려움에는 반복 측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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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은 표 작성,반복 측정을 고려하 더라도 푯값과 분산을 구하는

등의 자료 처리 과정이 없는 표 작성의 경향 등이 있었다.따라서 그래 작

성 측면에서 기술하는 표 작성의 경우,반복 측정을 고려하여 표 할 수 있

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고,원본 자료의 표 과 함께 자료 분석도 가능하도

록 공간을 추가하 다.특히 비교사들이 표 작성을 하는 경우,그래 와

무 하게 표를 작성하고,표에서 값을 계산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측정 자

료의 경향 추가 인 분석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따라서 자료 분

석 공간을 추가할 때,그래 작성에 필요한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표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표에 제시

하 는데,이 단계에서 제시한 불확도 식에 맞추어 각 변수에 한 상

불확도를 계산하고,합성 불확도를 계산하는 형태로 표를 제시하 다.

다음은 그래 표 분석 단계이다.앞 장에서 비교사들이 그래 를

표 할 때,비선형 그래 로 표시하는 경향이 드러났으며,이로 인해 추세선

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그래 를 이용한 자료 분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

았다.이에 따라 본 단계에서는 그래 를 그리고 기울기와 y 편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선형 그래 를 그리도록 유도하 고,기울기와 y 편을 구함으로써

그래 를 이용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목표값 찾기 단계는 앞 단계의 그래 분석으로부터 실험에서 궁

극 으로 얻고자 하는 유도 물리량을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그래 의 기울

기나 y 편이 실험 목 에 부합하는 물리량이 될 수도 있으나,그 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 상수와의 연산을 통해 물리 으로 의미있는 물리량을 얻어내

는 것이 필요하다.과학 모형식 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식을 바탕으로 실험

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측정 불확도 분석 단계이다. 비교사들은 측정 불확도 계산

을 한 합성 표 불확도 계산식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래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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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분석에 도움을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 고,각 물음에 답변을 하

면서 측정 불확도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각 질문의 내용은 앞의 표

작성에서 계산한 측정 불확도 계산 값을 바탕으로 측정 불확도의 경향을

악하고,측정 불확도를 이기 한 방안을 찾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 측정 불확도 계산을 체계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측정 불확도를

분석하는 표를 제시하 다.이 표는 ISO 규정에 의해 측정 불확도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의 형태를 참고하 고,측정 불확도 분석 과정

을 통해 체 측정 불확도에 각 변수의 측정 불확도가 기여하는 정도를 쉽

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측정 불확도 분석 과정을 학생들의 실험 활동

지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활동지 구성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교사의 입장에서 이 실험에 한 측정 불확도 요소를 미리 고려하고,측정

불확도를 측해 보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과정의 각 단계들은 결론 도출 측정 불

확도 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각 단계

에서 두 가지 이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해 [표 IV-2]에 상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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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설계 단계
설계

결론 도출 측정 불확도 분석

<설계 1>

실험 측정 변수 설정

독립/종속/통제 변수 구

분

각 변수의 측정 분해능

확인

<설계 2>

과학 모형식 분석

선형 그래 를 그리기

한 형태로 과학 모형식

변형

->   형태로 표

측정 불확도 분석을 구하

기 한 형태로 과학

모형식 변형하고,불확도

식 표

-> 측정 목표값에 해

식 표

<설계 3>

표 작성

독립/종속/통제 변수에

따라 원본자료(raw data)

를 작성하고, 그래 를

그리기 한 분석된자료

(processeddata)를 작성.

각 변수에 한 상 불

확도를 계산하고, 측정

목표값에 한 상 불확

도 불확도 계산

<설계 4>

그래 표 분석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

인의 변화를 그래 로 표

하고,기울기 y 편

구함.

-

<설계 5>

목표값 찾기

그래 의 기울기 y

편으로부터 목표값 구하

기

-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석
-

계산한 측정 불확도 값을

이용하여 측정 불확도 분

석을 실시

[표 IV-2]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의

두 가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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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틀의 용

의 설계틀 용방법에 한 효과 인 이해를 해 고등학교 물리 실험에

서 자주 이용되는 “단진자를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을 이용하여 설계

틀을 구성해 보았다.이 실험은 단진자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단진자의 주기

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력가속도라는 물리 상수를 구하는 실험이다.II장의

2.1.2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진자 실험은 측정 실험으로서 다양한 장

을 지니고,물리 상수를 포함하는 실험으로서 명확한 과학 모형식이 성립

하는 실험이기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먼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확인 1>단계는 실험 제목을 확

인하는 단계인데,교과서에 제시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그 로 이용할 수 있

다.다음으로 <[확인 2> 단계인 실험 목 설정에서는 실험 교과서에 제시

된 실험 목 을 사용하되,측정값과 구하고자 하는 목표값이 포함되도록 하

다.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실험 목 으로 지정해 으로써 보다 명확

한 실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 다.단진자 실험의 경우 단진자의 길이가

독립변수가 되고,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는 단진자의 주기가 종속변수

가 되며, 력가속도가 목표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험 목 을 표 할 수 있

다.

[표 IV-3]<확인 2>단계 -실험 목 작성 시

실험 목적

[독립/종속변수와 목표값이 포함되도록 목적을 정한다.]

진자의 길이에 따른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중력가속

도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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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확인 3>단계는 실험과 련된 과학 모형식을 는 단계이

다.과학 모형식에는 이 실험에서 측정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목표값

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단진자 실험에서는 독립변수인 진자의 길

이()와 종속변수인 주기(),실험의 목표값인 력가속도()가 포함되어 있

는 





로 표 할 수 있다.

[표 IV-4]<확인 3>단계 -과학 모형식 작성 시

과학적 모형식

[측정값과 목표값이 포함된 과학적 모형식을 적는다.]








다음으로는 본격 으로 활동지를 설계하는 단계이다.첫 번째로서 <설계

1> 단계는 실험 변수를 고려하는 단계이다.실험 목 과 과학 모형식을

통해 측정할 변수가 윤곽이 드러났기에 이를 고려하여 구체 으로 실험 변

수를 고려해 보는 단계이다.실험의 측정과 련된 변수들을 명시하고,각

변수들의 특징인 통제/독립/종속 변인을 구분하도록 한다.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기구 실험에서 사용가능한 변수 측정 기구를 어보고,각

측정기구의 분해능을 어보도록 하 다.이때 분해능은 측정기구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그 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그 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의

반으로 제시하도록 하 다.이 분해능은 측정기구의 측정 불확도와 연 되

며,이외에 측정상의 다른 측정 불확도 요인이 상되는 경우 반복측정의 필

요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단진자 실험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의 길이()와 주기()라는 변수가

있으며,각각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제시하 다.그리고 의 길이 측정

에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mm 의 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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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측정에는 0.01 까지 측정되는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최소 의 반을 취해서 측정기구의 분해능을 표 하 고, 의 길이

를 측정하는 것은 한 번의 측정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주기를 측정하는 것은 측정하는 사람의 우연성이 포함될 수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복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 다.

[표 IV-5]<설계 1>단계 -실험 측정 변수 설정 작성 시

실험 측정 

변수 설정

측정 변수 

이름(기호)

통제/독

립/종속

구분

측정기구

측정기구의 

분해능 (±)

(최소눈금

의 절반)

반복측정 

필요 여부

줄의 길이 

()
독립 자 ± 0.05cm 불필요

주기() 종속 스톱워치 ± 0.005s 필요

다음으로 <설계 2>단계는 앞에서 제시한 과학 모형식을 분석하는 단계

이다.이 단계에서는 과학 모형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로는 그래 표 을 고려한 분석이다.물리 실험에서 사용하는 그

래 는 개 복잡한 형태의 그래 가 아닌   형태의 선형 그래 이다.

선형그래 를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거나, 편을 구함으로써 그래 를 분석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단진자 실험의 경우 과학 모형식이 





으

로 제시될 경우 어떠한 그래 를 그려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그러나 앞에서

변수를 설정한 바와 같이 의 길이()가 독립변인이고,주기()가 종속변인

이기 때문에   형태인  


로 표 한다면 그래 표 방법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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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축을 독립변인인 로 하고,축을 종속변인을 변형한  으로 표

한다면 선형 그래 로 그려질 것이며,이때 기울기로부터 력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과학 모형식 표 이다.목표값의

측정 불확도에는 실험에서 측정하는 변수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불

확도로부터 결정된다.이처럼 체 측정 불확도 결정에 다양한 변수의 측정

불확도가 향을 주는 경우 불확도 식을 사용해야 한다.다양한 변수

가 의 측정 불확도와 함께 측정되고, 측정값이 함수

  에 의해 계산되는 경우,에서의 측정 불확도가 서로 독립이

고,무작 의 값을 가질 때,의 측정 불확도는 식 [II-8]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
 [IV-1]

특히 측정 불확도의 상 비율을 확인하기 해 상 불확도 (


)로

표 하는 경우가 많으며,이는 식 [II-9]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



…∂

∂



 [IV-2]

즉,측정 불확도 계산을 해서는 측정변수로 표 된 함수  형태

의 제시가 필요하다.

단진자 실험의 경우 





의 모형식으로는 불확도 식을 바로 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값인 력가속도 를 측정 변수로 표 한

 
 

로 표 해주는 것이 좋다.그리고 불확도 식 [IV-2]에 따라

의 길이에 의한 측정 불확도를 ,주기에 의한 측정 불확도를 라고 할

때, 력가속도의 상 불확도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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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3]

한편 불확도 식의 특징 곱 ,나눗셈 의 측정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표 되고,










[IV-4]

각 변수들이 독립 인 경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IV-5]

이를 이용할 경우 력가속도를 표 한 식   

에서 은 상수이므로

측정 불확도를 가지지 않고, 의 길이와 주기 제곱의 나눗셈에 의한 측정

불확도로 간주할 수 있다.먼 주기 제곱의 측정 불확도의 경우 주기라는

동일한 변수를 곱한 형태이므로 식 [IV-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IV-6]

그리고 의 길이와 주기 제곱은 서로 독립 인 변수이므로 식 [IV-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IV-7]

이는 의 식 [IV-3]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 작성과 측정 불확도 분석을 고려한 과학 모형식 분석을 표 한

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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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설계 2>단계 -과학 모형식 분석 시

과학적 

모형식 

분석

(1) 과학적 모

형식 변형

(y=ax의 선형 

함수 형식)

 




(2) 과학적 모

형식 변형

(목표값을 표현

한 형식)

  


그래프 작성 요소 불확도 전파식

x축(독립 변인) 
[상대 불확도 개념을 이용하여 

변수의 측정 불확도를 이용하여 

목표값의 불확도 전파식 표현]














y축(종속 변인)  

기울기 의미 



y절편 의미(0이 

아닌 경우)
-

다음 <설계 3>단계는 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표 작성은 그래 를 그려

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측정 불확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으로 나뉘

어 작성하게 된다.

첫 번째로서 결론 도출을 해 그래 표 비과정으로서 표를 작성하는

이다.표 작성에는 크게 원본자료를 작성하는 공간과 이를 분석하는 공

간으로 나 었다.원본자료에는 측정 변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해 독

립변인,종속변인,통제변인으로 나 어서 각각의 값을 기록하도록 하 고,

분석된 자료는 그래 를 그리기 한 분석의 의미를 지니도록 앞의 과학

모형식 분석을 참고하여 그래 의 x축과 y축에 넣을 값을 계산하여 넣도록

하 다.그리고 목표값을 계산하는 공간을 포함시켰으나,목표값의 평균을

구하지 않도록 하 으며,그래 를 통해 목표값의 푯값을 구하도록 하

다.이처럼 표에 원본자료와 분석자료를 표 하고 그래 로 표 될 수 있도

록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은 싱가포르 물리 실험 교과서인 Physics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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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vel에서 권장하는 표 구성 방식이며(Loo& Loo,2007),싱가포르 물리

실험에서는 표와 그래 를 함께 그림으로써 측정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시

되어 있다.

단진자 실험에서는 원본자료로서 독립변인에는 의 길이를 종속변인에는

주기값을 넣어서 의 길이에 따른 주기값을 표 하도록 하 다.독립변인의

값은 가능한 일정한 간격으로 오름차순이 되도록 설정하 다.그리고 분석된

자료로는 x축의 값을 의 길이로 지정하고,y축값을 주기의 제곱으로 지정

함으로써 그래 의 기울기를 통해 력가속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 다.그

리고 값의 오류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표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력가

속도를 계산하여 마지막 열에 제시하 다.

[표 IV-7]<설계 3>단계 -그래 표 을 한 표 작성 시

(1) 그래프 작성을 위한 표 작성

원본 자료(Raw data) 분석된 자료(Processed data)

측정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x축 y축 목표값

줄 길이 

 ()

주기  

()
- l ()   ()

 

()
측정 1 25.0 1.00 - 25.0 1.01 980

측정 2 50.0 1.42 - 50.0 2.01 980 

측정 3 75.0 1.74 - 75.0 3.02 980 

측정 4 100.0 2.01 - 100.0 4.03 980 

측정 5 125.0 2.24 - 125.0 5.04 980

다음은 표 작성의 두 번째로서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표 작성 이

다.측정 불확도 분석을 해서는 반복측정으로부터 얻어지는 A형 표 불

확도와 실험 기구 알려진 값을 이용하는 B형 표 불확도를 고려해야 한

다.하지만,실험 계획 단계에서는 반복측정한 실험값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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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므로 A형 표 불확도는 측정 불확도 분석에서 제외하 다.그리고

B형 표 불확도로서 다양한 측정 불확도 요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실험 계

획단계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측정 기기에 의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도

록 하 다.특히 앞의 실험 측정 변수 설정 단계에서 고려한 측정 기기의 분

해능을 측정 불확도로 사용하도록 하 다. 한 측정 불확도 분석은 앞에서

모형식을 분석하며 얻은 불확도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상

불확도와 체 불확도를 넣을 수 있도록 하 다.

단진자 실험의 에서 의 길이의 측정 불확도()와 주기의 측정 불확도

()를 측정 기기 최소 의 반으로 제시하 다.실험에 사용한 여러

가지 의 길이에 해서 동일한 자로 측정한 경우로 가정하여 각 측정마다

동일한 측정 불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 다.그리고 상 불확도 


,




는 앞의 원본자료로부터 얻은 값을 바탕으로 측정 불확도의 비율을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과학 모형식 분석에서 제시한 불확도

식을 바탕으로 


를 계산하도록 하 으며,측정 불확도의 값 를 구

하기 해서 앞의 표 작성의 분석된 자료 마지막 열에서 얻은 목표값을 이

용하여 구하 다.측정 불확도 처리에는 그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표 작성으로 측정 불확도 처리가 완료되었으며,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측정 불확도 분석의 시를 뒤에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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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설계 3>단계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표 작성 시

(2) 측정 불확도 분석을 위한 표 작성

측정 구분

원본 자료의 측정 

불확도
상대 불확도 측정 불확도 결과

 

()

 

() 


(%) 


(%) 


(%)

 

()

측정 1

0.05 0.005

0.2 0.50 1.0 10 

측정 2 0.10 0.35 0.7 7 

측정 3 0.07 0.29 0.58 5.7

측정 4 0.05 0.25 0.50 4.9 

측정 5 0.04 0.22 0.4 4

다음 <설계 4>단계로는 그래 표 의 단계이다.실험 측정 자료를 그래

로 표 할 때,Excel 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래 를 그려주는 기능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래 의 옵션을 선택하여 제목,축 이름,단

를 기입하거나,추세선 그리기,기울기 y 편을 도출하는 등을 그래 분

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이로 인해 측정 자료 분석에서 그래 를 유용

하게 이용하지 못하고,그래 의 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본 단계에서는 그래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명확하게 표 되는

그래 를 그릴 수 있도록 하 고,그래 의 분석으로서 기울기 y 편을

구하여 실험의 목표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 다.

단진자의 에서는 앞의 표에서 제시한 x축 의 길이()와 y축 주기의 제

곱( )을 이용하여 분산형 그래 를 그렸고,각 들의 경향을 반 하는 추

세선을 그렸다.그래 에 표 된 변수가 포함되도록 그래 의 제목을 넣었

고,축에는 이름과 단 를 표기하 다.그리고 표에서 제시한 원본 자료를

분산형 그래 로 그렸으며,추세선을 그려서 기울기를 구하 다.특히 단진

자의 경우 제시되는 과학 모형식에서 y 편이 0인 경우이므로 이를 고려

하여 기울기를 잡아주도록 하 다.그리고 이 그래 분석의 주목 은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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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구함으로써 측정 자료 체를 반 하는 푯값인 력가속도 값을 얻

는 것이므로 그래 로부터 얻은 기울기를 제시하 다.

[표 IV-9]<설계 4>단계 -그래 표 분석 시

그 래 프 

표현 및 

분석

[그래프 작성 시 고려사항]

- 제목 넣기

- 축이름과 단위 넣기

- 축 간격 표시

- 분산형 그래프 그리기

- 추세선 그리기

- 기울기 및 y절편 구하기

기울기 0.04

y절편 -

다음 <설계 5> 단계로는 그래 분석으로부터 얻은 기울기로부터 목표값

을 구하는 것이다.기울기 자체가 목 이 되는 물리량인 경우도 있지만,그

지 않은 경우에는 기울기에 간단한 상수를 연산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련 사항을 표 하도록 하 다.앞에서 과학 모형식을 분석한 결과와 그래

로부터 얻은 기울기 값을 종합하여 실험 체 자료를 반 하는 표되는

목표값을 구하도록 하 다.

단진자의 에서는 과학 모형식 분석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임을 확

인했으므로 그래 로부터 구한 기울기 0.04를 이용하여 력가속도 값을 구

할 수 있으며,이에 한 시를 아래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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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값

찾기

[과학적 모형식 분석에서 기록한 기울기 의미(혹은 y절편 의미)와 

그래프에서 구한 기울기(혹은 y절편)을 이용하여 목표값을 구한다.]

목표값: 기울기의 의미가 


이고, 그래프로부터 구한 기울기가 

0.04이므로 중력가속도는 987 이다.

[표 IV-10]<설계 5>단계 -그래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시

다음 <설계 6> 단계로는 앞의 표에서 측정 불확도 처리한 결과를 분석하

는 단계이다.측정 불확도 분석은 실험의 종류와 변수의 종류,상황에 따라

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여기에서는 단진자의 에 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 다.

먼 는 <표-과학 모형식 분석>을 통해 불확도 식으로 각 변수가 목

표값인 력가속도의 측정 불확도에 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 다.

력가속도의 상 불확도는 










로부터 두 변수가 동일

한 상 불확도를 가지더라도 의 길이에 한 상 불확도보다 주기에

한 상 불확도가 2배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

고 <표-측정 불확도 분석을 한 표 작성>을 통해 상 불확도의 크기를

비교해보았을 때,모든 의 길이에 해 


의 측정 불확도보다 


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독립변인인 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과 


모두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의 길이가 25cm로

짧은 경우에는 


가 1%에 해당하는 측정 불확도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으며,이 측정 불확도는 반복측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A형 표 불확도

다른 B형 표 불확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 불확도이므로 실제 측정

불확도는 더 커질 수 있다.다음으로 A형 표 불확도를 계산하기 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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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측정이 요구되는 변수를 결정했으며, 의 길이는 1회 측정으로 충분히 정

확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단진자의 주기는 측정자의 우연성이 들어가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횟수의 반복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측정 불확도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

째, 력가속도의 측정 불확도에는 의 길이 측정에 의한 측정 불확도보다

주기 측정에 의한 측정 불확도가 상 으로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 한 측정을 해서는 스톱워치보다 빛살문 검출기와 같이 보다 분해능이

좋은 측정 기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둘째, 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에

는 측정 불확도가 어들게 되므로 가능한 의 길이를 길게 잡도록 실험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의 길이를 25cm이하로 하는 경우 최소 1%이상의

측정 불확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셋째,주기 측정에는 A형 표

불확도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횟수의 반복측정을 하도록 실험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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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설계 6>단계 -측정 불확도 분석 시

측정 불

확도

분석

(1) 불확도 전파식으로

부터 각 변수가 목표

값의 측정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 

확인

줄의 길이에 비해 주기가 2배 더 큰 영향

을 미친다.

(2) 변수 간 상대 불확

도 크기 비교
보다 의 상대 불확도가 더 크다.

(3)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상대 불확도 크

기 변화

줄의 길이가 길수록 상대 불확도가 줄어

듦을 확인

(4) 반복측정이 요구되

는 변수와 반복측정 

횟수

은 1회 측정 가능하지만, 는 1회 측정

시 측정자의 측정 불확도가 포함될 수 있

으므로 반복 측정이 필요하다. 의 반복

측정 횟수는 5회로 한다.

(5) 결론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 기구 선택시 의 

측정 불확도를 줄일 수 있는 실험 기구로 

선택한다.

줄의 길이는 가능한 길게 하여 측정하도

록 한다.(줄의 길이 25cm 이하시 최소 

1% 이상의 측정 불확도 발생)

는 5회 반복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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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측정 불확도 요인 값 ± 확률 분포 적용인자
표준 

불확도

 - - -

     


반복측정 (A형) 정규분포 1

     


자의 분해능 (B형) 0.05m 직사각형분포 

     



기타 측정 불확도 요

인(B형)

 - - -

     


반복측정 (A형) 정규분포 1

     


시계의 분해능 (B형) 0.005s 직사각형분포 

     



기타 측정 불확도 요

인(B형)

  

(










 )

- - -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반복측정을 수행하여 A형 표 불확도를 구하고,

ISO 기 에 맞추어 정확하게 측정 불확도 분석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채움으로써 단진자 실험에서 력가속도 측정에 한 합성 표 불확도를

구할 수 있다.

[표 IV-12]측정 불확도 분석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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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구성 단계 물리 실험 설계틀 적용법

실험 제목 실험 교과서와 “<확인 1> 실험 제목” 이용

실험 목적 실험 교과서와 “<확인 2> 실험 목적” 이용

준비물
실험 교과서와 “<설계 1> 실험 변수“와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석“을 고려하여 준비물 준비

실험 과정

실험 교과서와 “<설계 1> 실험 변수”, “<설계 3> 표 

작성”,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석”을 고려하여 실험 

과정 작성

실험 결과(표)
“<설계 3> 표 작성 (1) 그래프 작성을 위한 표 작성”

의 표를 이용

실험 결과(그래프) “<설계 4> 그래프 작성”을 이용

실험 결과(측정 불확

도 표현) (optional)

“<설계 3> 표 작성 (2) 측정 불확도 분석을 위한 표 

작성”의 표를 이용

결론
“<설계 5> 목표값 찾기”를 고려하여 결론 내릴 수 있

도록 함

유의사항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석”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한 유의점을 포함시켜야 함

마지막으로 실험 활동지를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활동지 <설계 1> 단계부

터 <설계 6> 단계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여 제작해볼 수

있다.구체 인 제작방법은 [표 IV-13]에 제시해 놓았으며,물리 실험 설계틀

에 작성한 내용을 이용하여 손쉽게 실험 활동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IV-13]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이용한

실험 활동지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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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설계틀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물리 실험 설계틀은 물리 측정 실험에 용하기 용이

하도록 만들어졌다.기존의 물리 측정 실험이 이론에 합한 실험 결과를 도

출하는 것에 심을 가졌다면,본 설계틀에서는 실험 결과를 구하는 과정에

을 맞추었다.실험 결과를 구하기 하여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작

성의 에서 주의를 기울이고,특히 측정 불확도 개념을 고려함으로써 측

정 불확도를 최소화 하는 실험을 설계하도록 하 다.

[그림 III-18]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 활동에 해 설계틀을

용하고,[표 IV-13]을 고려하여 실험 활동지를 작성한 것을 [그림 IV-1]에

나타내 보았다.

먼 활동지의 실험 목 을 제시할 때,설계틀에서 <확인 2>의 실험 목 ,

<확인 3>의 과학 모형식,<설계 1].의 실험 측정 변수 설정과정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험의 목 을 반 하는 최종

물리량을 확인하도록 하 다.이처럼 실험 목 에서 변수들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학생들이 실험을 쉽게 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그런

데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력가속도를 구한다'는 기존의 실험 목 표

에서는 독립변수 요소가 제외되어 있어서 구체 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따라서 진자의 길이를 변화시

키는 독립변수의 언 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즉,'진자의 길이에 따른'을

추가시킴으로써 실험 목 에 어떤 물리량을 변화시키고,무엇을 측정하며,

결과 으로 어떤 물리량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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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이름:

실험 제목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실험 목적
진자의 길이에 따른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중력가속도 값

을 구한다.

실험 

준비물

스탠드 1개, 추 300g, 클램프 1개, 실, 자(최소눈금 1mm), 스톱

워치(최소 단위 0.01초)

배경 이론

 중력가속도가 인 공간에서 길이가 이고 질량이 인 물체가 

작은 각도로 단진자 운동을 할 때, 단진자의 주기는 







이다. 

실험 과정

 

 (1) 단진자의 길이를 40~160cm까지 40cm씩 늘여 가면서 주기

를 측정한다.

 (2) 실에 추를 매달고 진동각은 5°정도로 실험 조건을 같게 해 

준다.

 (3) 진자의 길이에 따라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그린다.

 (4) 측정값을 이용하여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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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측정 

구분

원본 자료 분석된 자료

진자 

길이 

()

주기  () x축 y축 목표값

1회 2회 3회 ()  ()


()

측정 1 30.0

측정 2 60.0

측정 3 90.0

측정 4 120.0

측정 5 150.0

1. 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를 측정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2. 표를 이용하여 줄의 길이에 따른 단진자 주기의 제곱 관계를 

아래의 그래프에 점으로 표현하여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보시오. 

결과 분석

1.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얼마인가? (          )

2.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

3. 기울기로부터 중력가속도를 구해 보시오. (           )

유의 사항

1. 주기를 측정할 때, 정확한 주기가 측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

고, 10회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구하고, 이를 3회 

반복측정하여 표에 기록한다.

2. 표에서 주기의 제곱을 계산할 때에는 계산기를 사용한다.

3. 줄의 길이는 고정축으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로 측정

한다.

[그림 IV-1][표 IV-13]를 고려하여 단진자 주기 측정 실험의

활동지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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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험 비물과 련하여 <설계 1>의 실험 측정 변수 설정 과정

과 <설계 6>의 측정 불확도 분석 과정을 통해 실험에 사용할 실험 기구를

고려하는 단계를 가지게 된다.특히 측정에 여하는 자와 스톱워치는 어떠

한 분해능을 가지는지에 따라 실험의 측정 불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그

리고 측정 불확도 분석에 따르면 최소길이 이 1mm인 자와 최소 시간

간격이 0.01 인 스톱워치로 측정시 기기에 의한 측정 불확도가 1% 이하이

므로 측정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만약 충분

한 분해능을 갖지 않는다면 측정 불확도는 커질 수 있고,측정 결과의 신뢰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실험 비물에는 측정기구의 분해능 혹은

최소 을 제시하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험 과정에서는 <설계 3>의 표 작성 <설계 6>의 측정 불확도 분석

과정을 통해 실험 과정을 수정할 수 있다.표 작성에서 계산된 측정 불확도

값을 통해 단진자의 길이가 짧을수록 측정 불확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단진자의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원래

제시된 단진자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림 IV-1]

의 실험 과정을 수정하 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실험 결과 결과분석 단계는 보통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의 재량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하지만,다음과

같이 설계틀을 이용함으로써 활동지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 실험 결과에서 학생들이 측정값을 기록하고,분석할 표가 필요하다.

이는 <설계 3>의 표 작성 단계 그래 작성을 한 표 작성을 이용하여

원본 자료를 작성할 공간과 분석된 자료를 작성할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설계 6>의 측정 불확도 분석 과정에서 고려한 반복측정 필요 변수에

해서는 원본 자료 제시에서 반복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시

해 수 있다.그리고 분석된 자료에서는 그래 작성을 미리 고려하여 그

래 의 각 축에 들어가게 될 물리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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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올 그래 작성에 도움을 주도록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래 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만을 그래 로 표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래 의 선형 추세선을

그려서 실험의 목 을 반 하는 최종 물리량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

라서 <설계 4>의 그래 표 분석에서 작성한 그래 에 맞추어 그래

의 제목과 축을 설정하여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설계 5>의 그래 작성단계를 이용하여 실

험 목 을 반 하는 최종 물리량을 그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

다.즉,그래 의 기울기를 찾도록 하고,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제시하 다.

실험에 따라 기울기 신 y 편도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는 <설계 6>의 측정 불확도 분석 단계에서 측정 불

확도를 이기 해 얻어낸 결론을 바탕으로 실험의 측정 불확도를 최소화

하는 실험을 하기 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더불어 실

험 수행 과정에서 안 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 실험 설계틀을 작성한 후 활동지를 작성할 때,[그림 IV-1]과

같은 측정 실험에서의 변수 설정 표,그래 작성,측정 불확도 분석이 고

려된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비 교사 교사가 작성하게 될 설계

틀에서는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고 고려하 지만,학생들이 작성하게 될 [그

림 IV-1]의 활동지에서는 측정 불확도에 한 언 이 되지 않았다.하지만,

이 활동지의 각 단계는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교사가

상하는 최소의 측정 불확도를 가지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더불어 기존의 실험 활동지의 경우에는 왜 특정한 측

정 기구를 써야 하고,특정한 범 역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지에 한 고

민이 없이 실험을 수행하고,실험결과에 해서는 단순히 오차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설계틀을 작성하고 활동지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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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구 변수 설정을 실험실 상황에 맞추어 능동 으로 지정할 수 있

다는 장 을 갖는다.즉,본 설계틀을 이용한 실험 활동지 설계 과정을 통해

교사에게는 실험 수업을 설계하는 자질을 향상시키고,학생에게는 측정 불확

도가 최소화된 실험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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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의 용 효과

1.연구 상 방법

1.1.설계틀 용 ,후 인식변화에 한 양 연구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의 용 효과를 살펴보기

해 양 ,질 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 다.

먼 양 연구로는 설계틀을 용하는 교육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연구

상자들에게 어떠한 인식 변화가 있는지에 해 살펴보았다.연구 상으로는

물리교육을 공한 비교사 15명과 물리교육을 공한 학원생 9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특히 물리교육을 공한 학원생 에는 교사이

거나 교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었다.연구 상자

에는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

문에 개발된 설계틀을 교육하기 에 측정 개념과 측정 불확도 개념,측정값

의 계산,표 작성,그래 작성,측정 불확도 계산 등에 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한 후,개발된 설계틀을 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개발된 설계틀

용에 한 실험 내용으로는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력가속도를 구

하는 실험을 이용하 다.그리고 설계틀 용 ,후 아래의 [표 V-1]과 같

은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비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각 설문 문항에 해 5 은 '매우 그 다',4 은 '그 다',3

은 '보통',2 은 '그 지 않다',1 은 '매우 그 지 않다'라고 지정하여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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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의 설문 내용에는 측정 실험 활동지의 구성,측정 불확도 개념,측

정 불확도 개념과 과학 탐구능력 사이의 련성에 해 제시하 다.특히

측정 실험의 활동지에서 표,그래 ,측정 불확도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에 해 비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고,본 교육을 통해 측정

불확도에 한 개념 이해와 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측정 불확도 교육이 고등학생, 학생, 비교사의 물리 탐구 능력

배양에 있어서 필요한 지에 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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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용 ,후에

실시된 설문지 내용

설문 구분 설문 내용

실험 활동지

구성에서 표,

그래 ,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한 필요성

1.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그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3.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측정 불확도 분석”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측정 불확도

개념의 이해

용에

한 어려움

4.나는 측정 불확도 개념 이해에 아직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

5.나는 측정 불확도 개념의 용에서 아직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

측정 불확도

교육과 물리

탐구 능력 향

상

6.고등학교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 개념을 교

육하면 고등학생들의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7. 학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 개념을 교육하

면 학생들의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8.사범 학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 개념을 교

육하면 비교사들의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 분석은 사 설문과 사후 설문의 수 척도에 해 t검정을 실시하

다.분석 로그램으로는 Excelspreadsheet를 사용하 고,사 사후에 한

검증 비교사들과 학원생 각각의 t검증을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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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설계틀 용 효과에 한 질 연구

다음으로는 개발된 설계틀을 다른 측정 실험에 용해보도록 하고,설계틀

의 용 효과를 살펴보았다.연구 상자는 물리 교육을 공한 비교사 16

명을 상으로 하 고,모든 학생들은 최소 2년 이상 물리 실험 교육을 받

고,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다.설계틀을 효과 으로

용하기 해서는 측정이 포함된 실험이어야 하기에 측정이 강조된 싱가포

르의 등학교 수 물리 실험 교과서인 GCE 'O'level물리 교과서의

Practicalworkbook의 실험 내용을 이용하 다(Loo& Loo,2007).연구 상

자 1인마다 1개의 실험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측정 실험에 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비교사들이 선택한 실험 목록은 [표 V-1]와 같다.

[표 V-1]의 실험 목록에 따르면,역학, 자기,유체, 동 학의 내용 역

으로 실험이 구성되어 있고,모두 물리량을 구하는 측정 실험이다.그리고

복잡하거나 정 한 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으며,학교 실험 장에서 ,고등

학교 학생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이 실험

들은 공통 으로 독립변수의 측정으로 종속변수를 구하는 형식으로 실험 변

수가 설정되어 있으며,그래 를 그림으로써 두 변수 간의 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다.따라서 비교사들이 선택한 모든 실험에는 측정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를 나타내는 과학 모형식이 포

함되어 있어서 설계틀을 용하기에 합한 실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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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GCE 'O'level물리 교과서(Loo& Loo,2007)의 Practical

workbook의 실험 비교사들이 설계틀 용을 해 선택한 실험

실험 제목 목록

§ 압계의 항 측정 실험

§ 시험 을 이용한 액체의 도 측정

§ 종이 클럽 한 개의 질량을 구하기

§ 양팔 울을 이용하여 질량과 거리의 비율간의 계를 이

용한 부력 구하기

§ 가변 항을 이용한 압 측정

§ 추의 높이 측정

§ 도선 주변의 자기장

§ 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 측정 실험

§ 차와 류

§ 볼록 즈의 거리 구하기

§ 스 링에 가한 힘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계(훅의 법칙)

§ 빛의 굴

§ 탁구공의 낙하거리와 튕겨 올라오는 높이 사이의 계

§ 도선의 길이와 그것을 통해 흐르는 류와의 계

§ 항과 길이의 계 측정

실험은 1학기 동안 로젝트 형태로 진행하 으며,구체 인 과정은 [그림

V-1]에 제시하 다.먼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실험이 어 원문으로 주어졌기에 번역을 통해 실험 내용 비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실험을 직 수행하기 ,자신이 선택한 실험

에 하여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작성해보도록 하

다.이 과정을 통해 비교사들은 실험 측정 기구 실험 측정 변수에

해 고려하게 되고,이러한 과정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 다.면담 과정을 통

해 실험 설계에 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실험을 직 수행해 보도록 하

고,마지막으로 실험 수업용 활동지를 제작해보도록 하 다.활동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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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로젝트 처음에 주어졌던 실험서를 바탕으로 하되 자신이 작성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이용하도록 하 다.

실험 선택

↓

실험 내용 번역 확인

↓

실험 비물 비

↓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용

↓

면담

↓

실험 수행

↓

활동지 제작

[그림 V-1]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용하여 활동지를 제작하는 로젝트 과정

연구 분석은 비교사들이 설계틀을 용하여 작성한 결과물과 결과물을

가지고 면담한 결과를 이용하 다.면담시에는 비교사들이 용한 설계틀

을 가지고,설계틀의 매 단계마다 어떻게 작성하 는지를 표 하도록 하

다.면담에서는 설계틀에 한 에비교사들의 인식,설계틀에서 요하게 제

시되는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한 측면,교육 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면담 분석은 아래에 제시된 항목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응답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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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틀에 한 정 인 측면

*설계틀에 한 부정 인 측면

*설계틀 작성이 측정 불확도 분석에 미치는 향

*설계틀 작성이 표,그래 작성에 미치는 향

*측정 불확도 분석을 이용한 응답 사례 확인

*실험 수업에 용시 기 되는 교육 효과와 활용성

설계틀을 이용하여 활동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교사들이 느끼게 되는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에 한 의견을 분류하여 분석하 다.그리고

설계틀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인 표,그래 작성과 측정 불확도 분석이

설계틀에 잘 반 되었는지 살펴보기 해 면담을 분석하 다.특히 측정 불

확도 분석 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용하 는지에 해 구체 으로 분

석해 보았다. 한 설계틀을 이용한 활동지 작성 과정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 할 수 있고,나 에 교사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을지에 한 여부에

해 분석하여 설계틀의 교육 인 활용성을 상해 볼 수 있었다. 비교사

들과의 면담은 녹음하여 사하 고,이를 이용하여 질 연구 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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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결과

2.1.설계틀 용 ,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한 양 연

구 분석 결과

먼 실험 활동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표,그래 ,측정 불확도 분석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V-3]실험 활동지 구성에서 표,그래 ,측정 불확도 분석의 필요성에

한 실험집단 내 사 -사후 효과 검증

문번
사전/사후 

평균 편차 도 t p

1번 문
사전 4.78 0.43 

17 0.566 0.579 
사후 4.83 0.38 

2번 문
사전 4.56 0.78 

17 2.380 0.029**

사후 4.89 0.32 

3번 문
사전 3.78 0.88 

17 0.825 0.421 
사후 3.94 1.00 

**p<0.05

사 검사의 경우 평균 수에 따르면 표,그래 ,측정 불확도 분석의 순서

로 높은 수가 나타나고 있지만,사후검사에서는 모든 경우 평균 수가 상

승하 으며,특히 표 보다 그래 의 경우 더 높은 평균 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사 ,사후의 인식 변화 효과를 보았을 때,그래 의 경우 유의

수 5%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설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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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 그래 의 필요성에 해 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

다.앞 장에서 비교사들이 측정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에 따르면,그래 는 자료를 표 하는 역할로만 인식했으며 실험의 결

론은 표를 통해서 얻어내는 경향이 많았다.하지만 설계틀을 용하는 과정

을 통해 그래 의 기울기 분석을 통해 력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경험함

으로써 분석도구의 의미를 지니는 그래 역할의 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해 비교사들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느 는지를 살펴보았다.[표 V-17]에는 교육 ,후의 인식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특히 [표 V-14]의 설문 4번과 5번의 내용에서 보듯이 5 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1 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는 의미이다.

[표 V-4]측정 불확도 개념의 이해 용의 어려움에 한

실험집단 내 사 -사후 효과 검증

문번
사전/사후

평균 편차 도 t p

4번 문
사전 3.67 0.97 

17 -4.014 0.001**

사후 2.72 1.13 

5번 문
사전 3.94 0.87 

17 -4.370 0.000**

사후 2.83 0.99 

**p<0.05

4번과 5번 사 검사에 한 평균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모두 3 이

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특히 이해보다 용에서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하지만,사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두 설문 모두 수가 낮아짐으로써 어려움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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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측정 불확도의 용에 한 5번 설문의 평균 수의 변화량이 4번

설문의 평균 수의 변화량에 비해 더 컸다는 것을 통해 측정 불확도 용

에 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두 설문 모두에

해 유의확률(p값)이 0.001이하의 값이 나옴으로써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즉,측정 불확도에 한 이해와 용의 측면에서 설계틀의

용이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측정 불확도 교육이 고등학생, 학생, 비교사들의 과학 탐구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한 의견이었다.[표 V-18]에는

교육 ,후의 인식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V-5]측정 불확도 교육과 물리 탐구 능력 향상에 한

실험집단 내 사 -사후 효과 검증

문번
사전/사후 

평균 편차 도 t p

6번 문
사전 3.11 1.02 

17 0.524 0.607 
사후 3.22 1.17 

7번 문
사전 4.11 0.96 

17 0.437 0.668 
사후 4.22 1.00 

8번 문
사전 3.83 0.99 

17 3.007 0.008** 

사후 4.39 0.70 

**p<0.05

사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비교사,고등학생 순서로 평균 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고등학생 보다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더 효과

일 것이라 응답하 으나, 비교사에게는 일반 학생보다 측정 불확도 교

육의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하 다.하지만,사후 검사에 따르면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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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고등학생 순서로 평균 수가 높음을 볼 수 있고, 비교사에게 측정

불확도 교육이 보다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 다. 한, 비교사에 한 측

정 불확도 교육의 필요성에 한 설문에서 8번 설문 모두에 해 유의수

5%보다 작은 값이 나옴으로써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교사의 탐구 능력에 측정 불확도 개념이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특히 8번 설문 조사에 해 설문에 응한 비교사와 과학교육을 공한

학원생 두 집단 각각에 해 검증해 본 결과 아래의 [표 V-19]를 얻을 수

있었다.특히 과학교육을 공한 학원생 집단의 부분은 직 교사이거나

교직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다.

[표 V-6]8번 설문에 한 비교사 집단과

과학교육 공 학원생 집단의 사 -사후 효과 검증 결과 비교

사전/사후 
평균 편차 도 t p

과학  

전공 

학원생

사전 3.89 1.05
8 2.828 0.022** 

사후 4.56 0.73

비 사
사전 3.78 0.97

8 1.512 0.169 

사후 4.22 0.67 

**p<0.05

결과에 따르면 사 검사에서는 두 집단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 으나,사

-사후 효과를 보았을 때 과학교육을 공한 학원생 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결국 [표 V-18]에서 설문 8의 유의미

한 결과는 과학교육을 공한 학원생 집단의 결과가 반 된 것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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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는 교직을 경험해 본 이 없는 비교사 집단보다 교직 경험이 있

는 집단에서 비교사에게 측정 불확도 교육이 더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즉,교직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공 학원생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교직을 곧 경험하게 될 비교사들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상해 볼 수 있으며, 비교사들에게 측정 불확도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2.2.설계틀 용 효과에 한 질 연구 분석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에는 측정 불확도 개념이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활동지를 작성하기 해서 미리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고,분석함으로써 보다 정 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설계틀을 채워나가는 과정에는 수학 계산과 고차원 사고의 과정

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틀을 용하 을 때,부정 인 의견도 지는

않았다. 비교사 K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응답하여 설계틀의 필요성이 높

지 않다고 응답하 다.

“제가 용한 실험은 매우 간단해서 쉽게 했지만,복잡한 실험에서처럼

변인이 많아지면,일일이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하는 실험이라는 것이 경향성을

보고 해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이 게 모형을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교사 K)

1개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가 결정되는 간단한 형태의 과학 모형식을 가

지는 실험에 설계틀을 용해 보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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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질수록 계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등학

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하고,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

만,설계틀을 활용하게 될 때에는 설계틀의 장 들에 해 비교사들이 공

감하기 시작하 다.다음은 이와 련된 비교사 P의 응답이다.

“처음에는 왜 이 값들을 집어넣는지 몰랐는데,넣고 나니까 략 어떻게

경향이 될 것이고,불확도가 어떤 상태에서 일 수 있을 지를 상할 수 있

으니까 불확도가 작아지도록 실험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단

은 잘 모르겠어요.”( 비교사 P)

설계틀 작성시 계산의 복잡함이라는 단 을 가지고 있지만,설계틀을 용

하고 활동지를 작성해 본 부분의 연구에 참여한 비교사들은 다양한 측

면에서 정 인 응답을 보여주었다.이 비교사들의 공통 인 응답은

변수들 간의 측정 불확도 비교와 변수의 크기 변화에 따른 측정 불확도의

체 인 경향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이었다.

비교사 L이 선택한 실험은 탁구공이 고정된 단단하고 매끄러운 표면과

충돌할 때,낙하거리에 해 튕겨 올라오는 높이의 비인 반발계수의 제곱근

값을 구하는 실험이었다. 비교사 L이 작성한 설계틀의 일부를 [그림 V-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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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모형식 변형

(목표값을 표현한 형식)
 



불확도 전파식














(A)

측정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

상대 불확도
측정 불확도 

결과

낙하

거리 

  ()

튕겨 

올라오는 

높이 

 ()




(%) 


(%) 


(%)

측정 1 100.0 70.0 0.050 0.071 0.0872

측정 2 90.0 63.0 0.056 0.079 0.0969

측정 3 80.0 56.0 0.063 0.089 0.109

측정 4 70.0 49.0 0.071 0.102 0.125

측정 5 60.0 42.0 0.083 0.119 0.145

측정 6 50.0 35.0 0.100 0.143 0.174

(B)

[그림 V-2] 비교사 L이 작성한 설계틀의 일부

-(A)설계틀의 <설계 3>단계에서 과학 모형식 변화 후,불확도

식 구하기,(B)설계틀의 <설계 4>단계에서 불확도 계산

[그림 V-2]의 결과로부터 비교사 L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변수 모두 식에서 보았을 때에는 같은 가 치로 향을 미쳤구요.

의 값이 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의 불확도가 상 으로 더 컸구요.낙하

거리가 길수록 불확도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긴 낙하거리가 되도록 낙하시

켜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비교사 L)

불확도 식에서는 가 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 불확도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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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지만,상 불확도를 살펴보았을 때,보다 에서 반 으로

큰 측정 불확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튕겨 올라오는

높이 가 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의 상 불확도는 보다 항상 클 수밖

에 없으며,결국 의 측정 불확도를 이는 것이 체 측정 불확도를 이

는 방법임을 알아내고,의 측정 불확도를 이기 한 방안으로 긴 낙하거

리를 갖도록 실험 조건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탁구공을 낙하시키는 높이 

를 어떤 값으로 설정하더라도 실험은 가능하지만,측정 불확도 분석을 함으

로써 높은 높이 에서 실험 하는 것이 보다 정 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알아낸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비교사 L은 낙하거리 의 측정기구와 련하여 측정 불확도를

고려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다.

"고민이 되었던 것이...는 실험 매뉴얼에서 정해 값이고,이를 측정해

서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이를 어떻게 측정할지가 어려웠어요. 으로 직

보고 측정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MBL장치를 사용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MBL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100cm가 아니어도 는 

=100cm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처음 높이는 100cm가 될 것이잖아요.그런데

MBL을 사용하면 실제 100cm 높이가 아니면 다른 값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으로 측정하고,H의 불확도를 1cm 정도로 넣으려고

했는데,불확도가 커질 것 같아서 MBL을 써야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비교사 L)

일반 으로 독립변인을 지정하고,종속변인을 측정하게 될 때,측정되는 값

인 종속변인에 심을 갖게 되므로 독립변인을 지정하는 과정에 측정 불확

도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비교사 L



-155-

[그림 V-3] 비교사 P의 실험 개요 -추의

두께 구하기 실험

은 측정에는 항상 측정 불확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기 하여 독립변인을

지정할 때에도 측정 불확도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고,이를 해서 보

다 정 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MBL장치를 사용하기로 한 것

이다.간단한 형태의 실험임에도 이처럼 측정 불확도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 한 실험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라고 볼 수 있겠다.

비교사 P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고의 과정을 보 다. 비교사 P의

실험은 [그림 V-3]와 같이 바닥에 있는 두께를 모르는 추에 길이가 인 빨

를 경사지도록 세운 다음,빨 의 각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빗면 길이 와

빨 의 높이 값을 구하여 추의 높이 의 값을 구하는 실험이다.

비교사 P는 아래의 [그림 V-4]와 같은 설계틀을 작성하 고,이를 바탕

으로 측정 불확도 분석을 실시하 다.

비교사 P의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한 면담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확도 식에서 가 치의 정도를 살펴보면,식에서 앞의 계수가 동일

하게 1이므로 가 치가 같고, 체 불확도에는 같은 정도의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상 불확도의 크기 변화는 가 커짐에 따라 

의 상 불확도는 작아지고,의 상 불확도는 커지며,의 상 불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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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는데,결과 으로 의 상 불확도()를 보았을 때 반 으로 커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

결론 으로...빗면의 길이가 길수록 상 불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

으므로 빗면의 길이 는 가능한 짧은 범 에서 실험하는 것이 불확도를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비교사 P)

과학적 모형식 변형

(목표값을 표현한 형식)
 



불확도 전파식

















(A)

측정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

상대 불확도

측정 

불확도 

결과

빗면 길이 

x

()

빨대 높이 

y

()




(%) 


(%) 


(%) 


(%)

측정 1 10 10 0.50 0.50 0.25 0.75

측정 2 11 9.09 0.45 0.55 0.25 0.76

측정 3 12 8.33 0.42 0.60 0.25 0.77

측정 4 13 7.69 0.38 0.65 0.25 0.80

측정 5 14 7.14 0.36 0.70 0.25 0.82

(B)

[그림 V-4] 비교사 P가 작성한 설계틀의 일부

-(A)설계틀의 <설계 3>단계에서 과학 모형식 변화 후,불확도

식 구하기,(B)설계틀의 <설계 4>단계에서 불확도 계산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앞의 비교사 L의 경우에는 낙하거리

H가 클수록 측정 불확도를 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비교사 P의

경우에는 빗면의 길이 가 작을 수록 측정 불확도를 일 수 있다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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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는 이다. 비교사 P의 경우에는 결과값의 측정 불확도에 향을 미

치는 다른 측정 불확도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측정 기구의 최소

분해능이 동일할 경우,측정된 물리량의 크기가 클수록 물리량의 상

불확도가 작아진다. 를 들어,mm 의 자로 1m를 측정하는 것과 10

의 마이크로미터로 100를 측정한다고 할 때,상 불확도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100배 더 큰 상 불확도를 갖게 되어 mm 의 l자로 1m를

측정하는 것이 측정 불확도가 은 측정이 된다.하지만,에비교사 L과 P의

측정 불확도 분석의 비교에서 보듯이 2개 이상의 물리량으로 새로운 유도된

물리량을 얻어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량의 측정기구의 분해능에 비해서 물리량의 측정 크기가 크도록

하는 것만이 측정 불확도를 이는 것이 아니며,측정 불확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계를 체 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측정 불확도를 이기 한 방법으로서 정 한 실험 기구를 쓰는 것은 도

움을 수 있다.하지만,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정 한

실험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교사 C의 실험은 압계에서 측정되는 과 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와의 계를 조사하여 단 길이당 항의 값을 구하는 실험이다.이를

해서 회로에 흐르는 압 , 류 , 항의 길이 을 측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설계틀을 작성할 때, 압계와 류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측정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압계와 류계를 사용할 것이고,mm자를 사용할 것

이라 하고,설계틀을 작성하 다.설계틀의 일부를 [그림 IV-6]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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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구분

독립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

상대 불확도

측정 

불확도 

결과

L(m) V(V) I(A) 

 


 




체 상

불확도

측정 1 0.3 2 2 0.0017 0.03 0.03 0.052

측정 2 0.6 2 1 0.0008 0.03 0.05 0.075

측정 3 0.9 2 0.67 0.0006 0.03 0.07 0.100

측정 4 1.2 2 0.5 0.0004 0.03 0.10 0.125

측정 5 1.5 2 0.4 0.0003 0.03 0.13 0.150

[그림 V-5] 비교사 C가 작성한 설계틀의 일부

- 설계틀의 <설계 4>단계에서 측정 불확도 계산

비교사 C의 측정 불확도 분석에 한 면담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확도를 계산해 보니, 항의 길이가 커질수록 길이의 불확도는 작아지

고, 류에 의한 불확도는 항의 길이가 커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불확도를 합산해보니, 항의 길이가 작을수록 체의 불확도가 작

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길이에 한 불확도는 매우 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이크로미터

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류를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가 보다

요할 것 같고,그래서 디지털 멀티 미터로 측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 상 불확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길이가 작도록 해서 실

험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류가 크면 류 측정에 한 상 불

확도가 더 작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교사 C)

비교사 C의 실험을 보다 정 하게 하기 해서 압과 류 측정에

심을 가져야 할 지,길이 측정에 심을 가져야 할 지 알기 어렵다.하지만

항의 길이에 의한 상 불확도는 다른 물리량에 비해  정도로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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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즉, 체 측정 불확도에 항의 길이 측정이 미치는 향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보다 정 한 측정을 해서는 압계와

류계의 측정기구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길이 측정에

보다 정 한 기구를 사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실험의 측정 불확도를

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기의 측정 분해능보다 큰 값을 측정하려 하고,분

해능이 좋은 측정기구만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목표값의 측정 불확도

를 여 다고 말하긴 어렵다.따라서 구체 으로 측정 불확도를 이기

해 동일한 물리량을 측정하더라도 어떠한 측정 기기를 이용할 것인지,어느

범 의 값을 갖도록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두 물리량을 측정할 경우 어

느 물리량을 정 하게 측정하도록 노력할 것인지가 요한 문제가 된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틀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더

불어 측정 불확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틀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 의 하나가 표와 그

래 를 이용한 결론도출의 과정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해 비교사

S는 면담을 통해 그래 표 에 하여 다음과 같은 답을 하 다.

“제가 선택한 실험의 경우에는 간단한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복잡해지면 생각하기 어려워지겠죠.여기 설

계틀에서는 모형식을 변형하는 간과정이 있는 것이 참 좋았는데요.그래

를 그리기 한 종속변인에 한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 를

그리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어요.”( 비교사 S)

과학 모형식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이를 그래 로 그리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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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앞 장의 단진자 주기

측정 실험에서 력가속도를 구하기 해서 어떠한 그래 를 그려야 할지에

해 [표 III-10]과 같이 다양한 그래 의 축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비교사 S의 응답에 따르면,선형그래 를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기

하여 과학 모형식의 형태를   로 표 하는 과정이 측정실험의 그래

그리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그래 의 축을 설정하는데 겪는 어려

움을 해소시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계속해서 비교사 S에게 주어진 실험 매뉴얼로 실험 설계했을 때에는 생

각하지 못했었지만,설계틀을 용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에

해 물어보았을 때,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 다.

“원래 매뉴얼보다는 설계틀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아이들이 이해하기

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불확도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요.그리고 질량과 늘어나는 길이의 상 불확도가 서로 향을 수 있다

는 것을 이 에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그런식으로 생각해보면,매뉴

얼에서는 공식밖에 없지만,설계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이 드

러나는 것 같아요.”( 비교사 S)

비교사 S의 응답에 따르면,설계틀을 통해 측정 불확도의 개념을 잘

용할 수 있었으며,측정 불확도 개념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측정 불확도 분

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 에 측정 불확도 교육을 받았었기에 이론

으로 새로 교육을 받은 것은 없었음에도 설계틀을 용하는 과정을 통해

측정 불확도 개념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비교사 S의

앞의 응답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설계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래 를 이

용한 결론도출의 측면과 측정 불확도 분석의 측면이 모두 잘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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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설계틀의 목 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장에서 교사

가 이용할 수 있어야 교육 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설계틀을 학교 장에

용한다고 하 을 때,도움이 될 것인지에 해 물어보았을 때, 비교사 M

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 다.

“선생님으로써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설계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V=IR을 알고 있으니까, 는 그냥 실험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그런데

원장치를 고르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항과 류를 골라야 실험 결과가 유의

미하게 나오잖아요. 는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지만,학생들은 값이 매우 작은 값이 나오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어디에서 오차가 나는지도 알지 못하구요.따라서 최 한 아이

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측정값이 유의미하게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

할 것 같아요.”( 비교사 M)

비교사 M은 설계틀을 용하면서 실험 결과값의 측정 불확도를 이기

한 원장치와 항의 값을 주의해서 골라야 함을 알고 있다.이는 설계틀

에서 독립변인의 증가에 따라 체 측정 불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즉 실험 결과가 작은 측정 불확도로 과학 모형

식에 합한 값이 나오는 조건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학생들에

게 실험 교육을 한다고 할 때,국내 , 등학교의 부분의 실험은 확인 실

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에서(양일호 외,2007). 비교사 M의 주

장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하게 비교사 L은 학교 장의 교사들에게 용할 때,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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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학생들에게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실험을 설계하고,시연하고,아이들

에게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비교사 L)

측정 불확도의 계산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는 불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하지만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는

이유는 실험 측정값에 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므로 신뢰로운 실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미의 응답으

로 볼 수 있겠다.이어서 교사들이 모형을 작성하고 실험을 설계했을 때,기

되는 효과에 해 비교사 L에게 물어보았을 때,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

다.

“학생들이 더 좋은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리고 학습에

더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되어요.학교 장에서 하는 실험은 이론과 많이 다

른 경우가 많잖아요.그런데 짜 맞추어서 이론이 이 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처럼 설계 모형을 작성하면 불확도를 여 수 있어서 좋

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그 로 시연을 해본다고 했을 때에는 생각없이 하

게 되는데,이 게 설계 모형을 만들어보면 상황에 맞게 조 을 할 수 있었

던 것 같아요.이 게 하면 실험은 더 잘되고,이 게 하면 결과가 더 잘나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그런 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비교사 L)

실험에는 항상 불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값에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학교 실험에서 오차가 생기는 경우,‘공기 항이 없다면’,‘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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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 않는다면’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이론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곤 한다.결국 학생들에게 실험은 항상 이론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며,실험의 역할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본 연구에서 사용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로 인해 측정 불확도를 최

소화함으로써 이론 검증에 합한 실험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을 확인할

수 있겠다.

3.결론

지 까지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고,이를

용하는 교육을 통해 비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와 설계틀 용

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한 양 분석 결과,측정 실험에서 표,그래

,측정 불확도 개념의 요성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특히 분석도구

의 의미를 지니는 그래 역할의 요성에 해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가 나

타났다. 한 측정 불확도에 한 이해와 용 방법에 해 설계틀 용

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설계틀 용 후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발견

되었으며,설계틀의 용과정을 통해 측정 불확도에 한 이해와 용의 어

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고등학생, 학

생, 비교사에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의 유용성에 해 물어보았을 때,

비교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특

히 교직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비교사에게 측정 불확도 교육이 더욱 필

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계틀을 다른 물리 측정 실험에 용해 보고, 비교사들을 인터

뷰한 결과에 따르면,설계틀을 용함으로써 측정 불확도를 이려는 방향으

로 실험 설정을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특히 측정 기구의 분해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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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할 경우 측정된 물리량의 크기가 클수록 상 불확도가 작아지지만,설

계틀에 용한 결과 2개 이상의 물리량으로 새로운 유도된 물리량을 얻어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고, 비교사들은 체 인

측정 불확도 경향을 고려하여 변수 설정에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측정기구를 선택할 때,과도하게 정 한 측정기구를 사용하기보다

측정 불확도의 크기를 고려하여 측정기구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리고 설계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래 를 통한 결론도출 측정

불확도 분석의 측면이 모두 잘 드러나고 있음을 비교사의 응답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설계틀의 용측면에서는 실제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사

용하 을 경우,학생들에게 측정 불확도가 은 실험을 수행하도록 실험 활

동지를 제시할 수 있어서 교실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확인실험 형태의

실험 교육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할 수 있었다.

요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을 통해 물리 측정 실험 수업의 활동자료가 갖추어야 할 표,그래 등의 구

성요소 역할,측정 불확도 개념의 요성을 인식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설계틀을 실제 다른 실험에 용하

을 때 실험 매뉴얼에 제시된 정보보다 실험에 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

음으로써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이론에 부합하는 실험수업을 제공하는데 효과 일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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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 결론

1.요약

실험은 과학을 다른 교과와 구별 짓는 큰 특징이며,과학 교육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실험 교육은 정량 인 실험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고,정성 인 찰활동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학생들은

정량 인 측정과정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특히 측정 불확도 개념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사들을 상으로 측정 실험 교육을 한 활동지를 제작해보도록 하여 어려

움을 분석해 보았고,이에 한 안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고,

그 첫 번째 연구로 비교사들이 ,고등학교 과학 물리 교과서에 제시

된 측정 실험을 수업하기 해 작성한 실험 활동지를 분석하도록 하 다.이

과정에서 비교사들은 변인 설정,표 작성,그래 표 ,측정 불확도 분석

역에 해 어려움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설정에서 독립변인을 설정할 때,크기 순서와 간격을 고려하지 않는

독립변인 설정,경향성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독립변인 설정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작성에서는 표의 자료 처리로서의 역할없이 자료 제시

로서의 역할만을 이해하고 있고,자료의 경향 악과 무 한 표 작성,그래

의 표 과 무 한 표 작성,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은 표 작성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래 표 분석에서는 의미없는 선으로 이어서 그래

표 ,부 한 축 간격,모든 자료를 그래 에 복해서 표 ,연속형 변수

가 아닌 범주형 변수 그래 에서 기울기를 분석하려는 오류 등이 발견되었

다.측정 불확도 표 분석에서는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

값 비교,표 편차만이 측정 불확도라는 생각,측정 불확도와 오차를 혼동하

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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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측정 실험 활동지 제작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보기 한 두 번

째 연구로 측정 실험의 주제 역을 좁 서 물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선택하 고, 비교사들에게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해 살펴보았

다.변인 설정은 주어진 조건이었기에 표 작성,그래 표 분석,측정

불확도 표 분석 역에 해 공통 인 어려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작성에서 반복측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사들이 일부 나타났고,반복

측정하여 기록한 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한 푯값과 분산의 계산 처리 과

정을 표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그래 를 표 해야 하는 상황임

에도 표 작성이 그래 와 무 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많았다.그래 표 에

서 두 변수 간의 비례경향을 살필 수 있는 직선형 그래 로 표 하지 않는

경향,비선형 추세선을 사용 등 추세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측정 불확도의 표 분석 역에서는 측정 불확도 개념을 교

육받은 이 있더라도 불확도 식을 옳게 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오차를 측정 불확도로 혼동하여 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측정 불

확도 분석은 부분의 학생들이 하지 못하 다.

연구 2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

과 문헌을 바탕으로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고,이를 용하는 교육을 통해 비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와 설

계틀 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한 양 분석 결과,측정 실험에서 표,그래

,측정 불확도 개념의 요성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특히 분석도구

의 의미를 지니는 그래 역할의 요성에 해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가 나

타났다. 한 측정 불확도에 한 이해와 용 방법에 해 설계틀 용

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설계틀 용 후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발견

되었다.고등학생, 학생, 비교사에 한 측정 불확도 개념의 유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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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어보았을 때, 비교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을 얻을 수 있었다.

설계틀의 용 효과를 살펴보기 해 설계틀을 다른 물리 측정 실험에

용해 보고 비교사들을 인터뷰해 보았다.그 결과 설계틀을 용함으로써

측정 불확도를 이려는 방향으로 실험 설정을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고,특히 체 인 측정 불확도 경향을 고려하여 변수 설정에 반 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측정기구를 선택할 때,과도하게 정 한 측정기

구를 사용하기보다 측정 불확도의 크기를 고려한 한 측정기구 선택을

할 수 있었고,설계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래 를 통한 결론도출 측정

불확도 분석의 측면을 비교사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틀의 용측면에서는 실제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 을 경우,학

생들에게 측정 불확도가 은 실험을 수행하도록 실험 활동지를 제시할 수

있어서 교실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확인실험 형태의 실험 교육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할 수 있었다.

2.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물리 측정 실험 활동에서 나타나는 물리 비교사들의 어려

움에 해 살펴보았고, 비교사들의 측정 실험 구성 능력 향상을 해 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을 개발하 으며,이를 실제 활동지

제작에 용하는 과정에서 비교사들의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와 정 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틀에서 강조되고 있는 측정 불확도 분석은 고등 수 의 수학 통

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과학 수업에서 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과학고의 물리 실험 교과서에서만 측정 불확

도 분석이 다루어지고 있고,본 연구에서도 측정 불확도 분석은 학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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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들을 상으로 하고,학생 활동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하지만

싱가포르의 GCEA level의 물리 실험에서는 고등학교 수 의 학생들을

상으로 함에도 합성 불확도를 구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미분과 련된

수학 지식의 수 이 부족하더라도 퍼센트 불확도로 표 되는 상 불확도

의 간단한 연산으로 측정 불확도를 구하고,측정 불확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고등학생에게 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값의 측정에는

측정 불확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부등식의 표 을 통한 측정

불확도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 등학교 교육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사를 한 측정 불확도 교육뿐만

아니라 , ,고등학교에서도 용할 수 있는 수 별 측정 불확도 표 방

법과 시들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추후에는

비교사뿐만 아니라 등학교에도 용할 수 있는 실험 활동 자료 수업

자료 개발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비교사들이 학교 장에 나가서 측정 불확도를 고

려한 실험을 학생들에게 수행시킬 때,실제 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특히 학교 장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실험 형태가 확인 실험

형태이며,기 인 과학 이론에 한 확립이 과학교육의 기 를 쌓는 역할

을 한다고 할 때,이론에 부합하는 실험의 조건을 찾는 것은 매우 요한 일

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최소의 측정

불확도를 가지는 실험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양질의 과학

실험 수업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실험 수업을 비하는 과학 교사

에게 실험 교육에 한 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한 교사들이

측정 불확도에 해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면서 측정 불확도에 한 개념

을 학생들에게 심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과학을 연구하고

자 하는 학생들에게 연구자 소양을 길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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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등학교 과학교과서 물리 측정 실험 활동지 구성에

한 설문

1. 실제 실험을 해보면서 활동지 초안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실제로 

수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1) 실험 과정 중에 추가된(혹은 추가될) 부분

(2) 실험의 유의점으로서 추가된(혹은 추가될) 부분

(3) 실험 결과 표현을 위해 추가된(혹은 추가될) 부분(표, 그래프)

2. 2차 활동지로 수정하면서 느낀점이나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구체

적으로 적어보시오.(예비 교사로서 교사가 되었을 때, 실험 수업에서 활동

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

실험 수행 후 수정 활동지 제출을 위한 설문 (2012. 5. 14)

학번:            이름:                  ‘

* 지난주에 실험을 선택하고, 활동지 초안(1차 활동지)을 제출하였을 것입니

다. 이번 주 중에는 자신이 만든 활동지로 실험을 해 보면서 활동지에 답안

을 넣어보며 활동지를 수정(2차 활동지)해보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때 직접 실험을 하면서 과정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첨부하면 좋겠습니

다. (그림 설명이 필요한 곳에 사진을 첨부)

* 실험을 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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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물리상수 측정 실험 활동지 구성에 한 설문

단진자의 주기 측정

가. 목표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중력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이론

 단진자의 주기는 





이다.

다. 준비물

 기구: 초시계 1개, 스탠드 1개, 추 300g, 클램프 1개, 대자 1개

 재료: 실

라. 실험 과정 및 결과

 (1) 단진자의 길이를 25~125cm까지 25cm씩 늘려 가면서 주기를 

측정한다.

 (2) 실에 추를 매달고 진동각은 5°정도로 실험 조건을 같게 해 준다.

 (3) 진자의 길이에 따라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그린

다.

 (4) 측정값을 이용하여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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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단진자의 주기 측정

[실험 목적에 맞추어 학생용 활동지를 작성해 보시오]

- 목표, 이론, 준비물은 생략

- 표와 그래프를 포함할 것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작성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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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단진자의 주기 측정

<실험 결과 작성 - 그래프 및 해석>

<측정 불확도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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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측정과 측정 불확도

(1) 측정이란?

-> 적절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길이, 넓이, 질량, 온도, 부피, 무

게 등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을 재어서 기록하는 활동

-> 측정의 궁극적 목적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

이나 원리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

(2) 오차란?

->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포함된다.

-> 오차 = 측정값 - 참값

-> 상대오차 = 참값

차
( 는 그의 %)

(3) 측정 불확도란?

-> 측정은 항상 정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측정값에 얼마간의 변동

이 있는데, 이 값을 정량화한 것.

-> 측정값들이 지니는 분산특성을 표현(표준편차, 신뢰구간의 폭)

(4) 측정에서 불확도의 필연성

-> 측정 불확도는 원인을 찾아 없앨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영점 

조절)가 있고, 없앨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어떤 측정의 경우 측정 불확도를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과학적 측정)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측정 불확도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갖는 것이다. 

-> 측정 불확도는 우리가 측정한 것이 ‘불확실하다’, ‘믿지 못할 만

하다’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측정 불확도는 우리가 측정

한 값이 얼마나 신뢰로운가를 대변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5) 측정값의 표현

->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측정 불확도까지 함께 나

타내는    것이 필요

-> 측정 불확도는 참값이 있을 범위를 표현한 것

[부록 3]측정 측정 불확도 개념에 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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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값의 표현방법: 대푯값 ± 측정 불확도

(6) 측정 시 주의점

-> 측정해야 할 변수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 측정도구의 측정 범위를 적절히 선택, 측정하기

-> 영점조절을 하고 눈금을 읽기

-> 올바른 눈금 읽기

-> 필요한 경우 반복측정을 시행하기

-> 올바른 단위를 사용하기

예제 1) 다음 연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측정값: 36mm 또는 37mm 

36±1mm 또는 37±1mm 

36±0.5mm 또는 37±0.5mm 

예제 2) 진자의 주기를 반복해서 4번 측정했더니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

왔다. 진자의 주기는 얼마인가요?

2.3, 2.4, 2.5, 2.4 (단위:s)

평균값이 2.4 이므로 2.4±0.1s(측정한 모든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음)

   2.4±0.08s(표준편차가 0.08165)

※ 표본의 표준편차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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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값의 계산 - 유효숫자

 ① 덧셈과 뺄셈

 유효 숫자의 최종 자릿수를 서로 맞추어서 계산한다.

 예) 측정값 12.34m와 0.578m를 더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를 맞춘다. 이때 보통 반올림 한다.

   

 ② 곱셈과 나눗셈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적은 측정값과 같은 자릿수만 택한다.

 예) ×인 경우 이나 정 도가 낮은 

수 또는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적은 수인 와 같은 자릿

수를 취해야 하므로, 계산 결과는 가 된다.

 ③ 직접 측정한 값은 아니지만 나 등과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에도 유효 숫자를 맞추어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유효 숫자가 2개인 측

정값과 를 곱할 때에는  , 유효 숫자가 3개인 경우는  

를 곱하면 된다.

 ④ 실험에서 측정값의 측정 불확도는 “하나”의 유의미한 숫자가 되도록 반

올림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 g = 9.82 ± 0.02385 m/s2 -> g = 9.82 ± 0.02 m/s2

 ⑤ 측정값을 표현하는 마지막 유효 숫자는 측정 불확도와 같은 차수(같은 

소수점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예) 6051 ± 30 m/s -> 6050 ± 30 m/s

 ⑥ 반올림에 의한 부정확을 줄이기 위해 연속적인 계산을 할 때에는 중간

단계에서 반올림하기보다 계산의 마지막에서 반올림을 하여 나머지 의

미 없는 숫자를 없애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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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작성

(1) 표 작성 시 유의사항

-> 표에 물리량의 적절한 기호와 단위를 사용하기

-> 원본자료의 첫 번째 열에는 독립변수가 오도록 한다.

 -> 독립변수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 독립변수들 간의 간격은 규칙적이 되도록 한다.

-> 변수 간의 직선형 관계를 얻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5개 이상의 

자료를 측정하여 직선형 관계를 확인한다.

-> 종속변수의 측정은 반복측정하여 평균값을 얻도록 한다.

-> 원본 자료는 동일한 정 도로 표현한다. (동일한 소수자리)

-> 측정한 원본 자료(Raw data)와 계산하여 처리한 자료(Processed 

data)를 표로 함께 나타낸다. 이때, 처리한 자료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선형관계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처리

한다.

-> 처리한 자료를 표현할 때에는 동일한 유효숫자의 개수가 되도록 

하여 표현한다. (단, 소수점 자리수가 다를 수는 있다.)

(2) 표 작성의 예

예) 아래의 표는 다양한 길이의 단진자를 40회 진동시켰을 때 시간

을 측정하여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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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회 진동하기까지 걸린 시간  

[]



[]

  

[] []  []

0.100 25.0 25.2 25.1 0.628 0.394

0.300 44.0 43.0 44.0 1.10 1.21

0.500 56.7 57.0 56.9 1.42 2.02

0.700 67.2 67.2 67.2 1.68 2.82

0.900 76.1 76.2 76.2 1.91 3.65

1.100 84.0 84.2 84.1 21.0 4.41

원본 자료(Raw data)
처리한 자료

(Processed data)

4. 그래프 작성

(1) 그래프 작성의 유익

-> 실험 자료의 경향을 확인

-> 자료의 평균을 쉽게 확인

-> 기울기나 절편을 이용하여 미지의 물리량을 결정

-> 변칙적인 측정값(anomalous readings)을 손쉽게 확인

(2) 그래프 표현 시 유의점

 ① 축

-> 표에 제시된 물리량과 단위에 맞추어 그래프의 축을 올바르게 

    적는다.

-> 일정한 간격으로 축의 값을 적는다.

-> 독립변수는 수평축, 종속변수는 수직축에 표시한다.

 ② 눈금

-> 그래프 용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눈금을 잡는다.

 -> 눈금에 표현할 숫자의 양이 클 경우, 10의 지수승의 형태로 축

의 단위를 표현하고, 축의 눈금에는 간단한 형태의 숫자가 오도

록 한다.

 ③ 그래프에 점 표현

-> 한 그래프에 여러 그래프를 표현할 때에는 ×, △, ◉와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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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호를 사용한다.

 ④ 추세선 표현

-> 가능한 자료의 모든 점들이 추세선 주변에 있도록 직선 형태의 

추세선 표현(최소자승법 고려)

-> 곡선형태의 추세선임에도 직선이 되도록 억지로 추세선을 표현

하지 않도록 한다.

(3) 그래프 해석 시 유의점

 ① 기울기 계산

->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계산한다.

-> 모눈종이의 눈금을 읽을 때, 가장 작은 눈금의 절반 이하의 정

확도로 읽는다.

 ② y절편 계산

-> 기울기에서 구한 값과 추세선 상의 한 점을 이용하여 

의 선형 방정식을 구함으로써 y절편 를 구한다.

(4) 추세선이 직선이 아닌 경우 그래프 표현

 실험 곡선이 직선이 아닐 때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고 두 변수의 관계식을 찾는다. 만약 개의 측정값을 그래프에 찍었

을 때 와 의 관계가 ∝의 형태와 같으면 의 값을 제곱하여 ≡라 

놓고 와 의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이 되는지를 시험해 본다. 만일 직선이

라면 ∝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 ∝, ∝을 똑같

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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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곡선이  의 형태로 예상되는 경우, 이 음의 정수이거나 분수

일 수도 있으므로 와 을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양변에 상용 대수를 취하면 log  loglog가 되며,

log, log, log

 로 놓으면 log loglog는



 가 된다.

 이것은 를 횡축으로 를 종축으로 하는 평면 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이 되므로 절편 와 기울기 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log에 

의해 를 정할 수 있다. 이때 에 대한 그래프는 직선이어야 한다. 

예제 3) 줄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의 속도 와 그 줄의 장력 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속력 와 장력 의 관계

식을 찾아보자.

속력  (m/s) 장력  (N)

20.6 1.00

28.0 2.00

41.3 4.00

51.2 6.00

56.0 8.00

63.0 10.0

 먼저 축에 를, 축에 를 잡고서 점을 찍으면, 곡선 모양이 되므로 관

계식을   이라고 예상하고 log의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의 그

림과 같이 된다. 이것은 직선의 그래프이므로 예상한 관계식이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기울기와 절편을 구해서 관계식을 완성한다. 즉,

log  loglog

 log

 기울기는 


로서 관계식의 값이 되며, 절편은 1.3으로서 log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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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시 

log ,  
≈

 이다. 

 마지막으로 와 의 관계식을 완성하면    이 된다. 

log와 log의 계 그래

5. 측정 불확도

(1) 절대 불확도와 상대 불확도

-> 측정값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 는 측정의 신뢰도와 정 도를 

나타    낸다.

측정값  ±

-> 그러나 측정 불확도  자체만으로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

다. 1km에 대한 1cm의 측정 불확도는 매우 “정 한” 측정을 나

타내지만, 3cm에 대한 1cm의 측정 불확도는 측정의 “조잡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측정의 질은 오차 뿐만 아니라 에 대한 의 

비로 나타내진다.

-> 상대 불확도 = 


(상대 불확도를 백분율형태로 나타내기도 

한다.)

-> 상대 불확도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는 절대 불확도라고 한

다.

-> 예) 길이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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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불확도의 종류

-> A형 표준 불확도: 분산의 추정값 은 반복 측정된 값으로부터 

계산

이는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표본분산  에 해

당

추정 표준편차 는 의 양(+)의 제곱근으로

서   가 되며 이를 편의상 ‘A형 표준불확

도’라고 부름.

-> B형 표준 불확도: 분산의 추정값 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

용하여 구함.

이때 추정 표준편차 를 ‘B형 표준불확도’라

고 부름.

- 과거 측정 데이터

- 관련 재료와 기기의 거동 및 특성에 대한 

경험, 일반지식

- 제작자의 규격

- 교정 및 기타 인증서에 주어진 데이터

- 핸드북에서 인용한 참고자료의 측정 불확도

※ 적절한 보정을 한 후의 측정결과는 우연히 측정량의 값에 매우 

가까울 수도 있으며 따라서 오차는 매우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측정

결과의 측정 불확도는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 불확도와 오

차는 구별

※ A형 표준불확도는 반복 측정값의 빈도분포에 근거한 확률 도함

수에서 구하는 반면, B형 표준불확도는 기존의 정보 또는 문헌을 

통해 측정값이 가질 수 있는 확률 도함수를 가정하여 구한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확률에 근거를 둔 것이다.

(3) A형 표준불확도 계산

-> 입력량의 추정값

 대부분의 경우에, 임의로 변하는 양  (확률변수) 에 대하여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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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조건 하에서 개의 독립된 관측값 가 얻어졌다면 그 기대값 

 의 최적 추정값은 이들 개의 관측값의 산술평균  가 되며 다

음 식으로 주어진다.

  



 





-> 표본 표준편차

 개개의 관측값 는 우연효과 때문에 각기 다른 값을 갖는다. 관

측값의 표본분산은 의 분산 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위의 추정분산값과 그 양의 제곱근 즉 표본 표준편차인  는 

관측값 의 변동도를 나타내며, 산술평균 로부터 산포된 정도를 

나타낸다.  

-> 입력량의 A형 표준불확도

   의 최적 추정값 즉 평균  의 분산에 대한 최적 추정

값은 





로 주어진다. 

 평균의 분산 와 평균의 표준편차  는 평균 가 의 기

대값 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므로  에 대

한 측정 불확도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의 독립된 반복관측값 로부터 결정된 입력량 

 에 대하여, 추정값  
의 표준불확도  는 다음 식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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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한  
  와   

 는 편의상 각각 A

형 분산과 A형 표준불확도라고 부른다.

-> A형 불확도의 자유도

 표준불확도  의 자유도 는,  
 와    

가 

개의 독립된 관측값으로부터 계산되는 단순한 경우에 이며, A

형 불확도성분을 평가하여 보고할 때 명시해야 한다.

(4) B형 표준불확도 계산

-> 예 1) 인용된 측정 불확도 

 만일 추정값 가 제작자의 규격, 교정성적서, 핸드북, 혹은 다른 출

처로부터 인용되고, 인용된 측정 불확도가 표준편차의 특정 배수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면, 표준불확도  는 인용된 값을 그 배수로 나

눈 값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값을 제곱하면 추정분산 이 된다.

-> 예 2) 신뢰수준에 따른 표준불확도

 추정값 의 인용된 측정 불확도가 반드시 표준편차의 배수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니고, 신뢰수준 90 %, 95 %, 혹은 99 %를 가지는 구간을 

정하여 명시해주는 경우도 있다.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분포

를 사용하여 인용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한 것으로 가정하고 인용된 측

정 불확도를 정규분포의 적절한 인자로 나누어 의 표준불확도를 구

할 수 있다. 신뢰수준 90 %, 95 %, 99 %에 대응하는 적정인자는 각각 

1.64, 1.96, 그리고 2.58이다.

-> 예 3) 대칭 직사각형 분포

  어떤 경우에 입력량 에 대하여 한계값(상한 및 하한)만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히  값이 와   구간에 있을 확률이 1이

고, 이 구간 밖에 있을 확률이 반드시 0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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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간 내에서 값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그 구간 내에는 

어디에서나 가 있을 확률이 같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직사각형분

포 참조). 그러면 의 기대값 는 구간의 중앙점,     

이 되고, 관련된 분산은

    


이다. 만일 를 라고 나타내면, 

  


이고, 표준불확도는 

    


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온도계의 최소자리수는 0.1℃이다. 분해능에 의한 

반올림은 0.05℃의 반너비를 가진다. ( ) 따라서 표준불확도 







 C가 된다.

(5) 합성 표준 불확도의 계산 - 불확도의 전파

 우선 측정값의 표준 불확도에 기여하는 측정 불확도 성분이 여러 개인 경

우에는 각 성분의 표준불확도를 A형 표준불확도  또는 B형 평가 

를 구한 후, 다음과 같이 합성한다.

 
 




 각 측정값을 연산함으로써 최종 측정 결과값을 얻어야 할 때, 각 측정값들

의 연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성 표준 불확도를 구할 수 있다. 

① 두 측정값의 합하거나 빼는 경우의 측정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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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  ±일 때,

합 , 차 의 측정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

다.

±의 가장 높은 값: ±

±의 가장 낮은 값: ± 

따라서 물리량  ±의 측정 불확도는 ≈이다.

-> Given  ±  ±

->  ± where  

->  ± where  

-> 물리량 일 경우 의 측정 불확도는 어떻게 될까? 

는 측정값이고, 각각의 측정 불확도는 이며, 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숫자이다.



② 두 측정값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의 측정 불확도

-> 측정된 숫자들을 곱하거나 나눌 때, 상대 불확도를 사용.

-> 일반적인 경우 ±,  ±일 때,

곱 , 나눗셈 의 측정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두 측정값의 상대 불확도 


, 


를 갖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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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 나눗셈 의 측정 불확도는 상대오차의 합으로 주어진

다.




≈






-> Given  ±  ±

-> ×  ×±±

where 








 or  





 

-> 





±±

where 








 or  





 

-> 측정값 와 가 서로 독립적인 양일 경우

±,   ±에 대해,

곱 , 나눗셈 의 측정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보다 정확하

게 표현할 수 있다.

두 측정값의 상대 불확도 


, 


를 갖고 있다면,

곱 , 나눗셈 의 측정 불확도는 상대오차 제곱합의 제곱근

으로 주어진다.




≈









③ 불확도 전파식의 일반화

 측정값 ⋯⋯에 대한 결과값을

⋯⋯ (1)

 그리고 각 측정치의 오차를 ⋯⋯이라 하고 이것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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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기는 의 오차를 라 하자.

 ⋯⋯이 각각 ⋯⋯만큼씩 증가한 것에 대하여 

Taylor의 급수를 적용하면

⋯⋯

⋯⋯




⋯⋯




⋯⋯


⋯⋯
⋯⋯






⋯⋯
⋯⋯⋯

 등의 크기가 적어서 그의 이차항 이상을 생략할 수 있다

면

⋯⋯⋯⋯ 이므로










⋯⋯ (2)

로 표시된다.

 (1)식의 함수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각각 생각해볼 수 있다. 

(가) 합, 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합과 차로 표현되는 함수형이 있다고 하자. 

±±±⋯⋯ (3)

 이때 (2)식을 이용함으로서 

±±±⋯⋯ (4)

 각 항마다 절대치를 취함으로서

≦ ±⋯⋯ (5)

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는 각 측정치의 절대오차의 각 계수배가 그대로 

결과치의 절대오차로서 파급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양치와 음치가 서

로 상쇄될 수도 있지만, 결과치에서의 가능한 최대오차는 각개 오차의 

계수배의 절대치의 합으로 된다.

 가령 어떤 길이 와 와의 측정으로

  (6)

의 관계에 의하여 을 산출하려고 할 때는 (5)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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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 표시된다. 곧 의 절대오차와 의 절대오차의 0.001배가 의 절대오

차로서 전파된다.

(나) 곱, 나눗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곱과 나눗셈로 표현되는 함수형이 있다고 하자. 

  ⋯⋯ (7)

여기의 은 음양이 될 수 있는 수이다.

  이때 (2)식을 이용함으로서

  ⋯⋯   ⋯⋯⋯⋯ (8)

으로 되고 이때 이 식을 (7)식으로 나누어 주면




 








⋯⋯ (9)

또는 각항마다 절대치를 취함으로서


 ≦ 

 
 

 ⋯⋯
(10)

 이때 각 측정량의 상대오차에 각 지수배가 결과치의 상대오차로서 파급

하고 결과치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상대오차는 이들의 절대치의 총합이

다.

  또한 ⋯⋯에서의 측정 불확도가 독립이고, 무작위의 값을 가질 

때, 의 측정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

∂
…∂

∂
       (11)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것은 식 (2)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래의 합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

∂
…∂

∂
           (12)



-197-

여러 변수 함수에서의 측정 불확도

가 의 측정 불확도와 함께 측정되고,측정값이 함수

  에 의해 계산된다고 하자.에서의 측정 불확도가 독

립이고,무작 의 값을 가질 때,의 측정 불확도는

 

∂

∂
…∂

∂


예제 4)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와 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

 의 값과, 그 측정 불확도는 얼마인가? 

 의 최적치는 쉽게  으로 볼 수 있다. 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를 따라가면 된다.  혼자에 의한 의 측정 불확도를 라

고 할 때, 

 = ( 혼자에 의한 의 오차)

 ∂

∂


           × 

 이와 비슷하게 에 의한 의 측정 불확도는

= ( 혼자에 의한 의 오차)

 




          × 

 마지막으로, (17)에 의해, 의 전체 측정 불확도는 이 두 부분 측정 불확

도의 제곱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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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q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

 위의 예제에서 사용한 방법을 따라가며 보면, 를 위해 각각의 기여도를 

계산하고, 전체 측정 불확도를 얻기 위해 서로를 결합한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를 작은 계산으로 분해하고, 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그리고 더 많은 장점이 있다면, 의 측정에서 최종 측정 불확도에 

주요 기여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위의 예제의 경우, 

=0.3의 기여도는 =0.8의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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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의 길이는 얼마인가?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는 7가지 단계

1. 측정으로부터 얻을 결과값을 결정하기 

- 최종 결과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측정과 계산을 결정하기

2. 측정 수행하기

3. 측정값을 얻기 위한 각각의 입력량의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기 

- 모든 측정 불확도를 표현하기

4. 입력량의 측정 불확도가 독립적인지 결정하기 

- 종속적이라면 추가적인 계산 및 정보가 필요함

5. 측정 결과를 계산하기 (0점조절과 같은 보정을 포함)

6. 합성 표준 불확도 구하기

7. 측정 결과와 측정 불확도를 보고하기, 어떻게 구한 값인지 서술하

기

[예시 1] 측정: 줄의 길이는 얼마인가?

(본 자료는 Stephanie Bell, A Beginner's Guide to Uncertainty of 

Measurement, 11(2), pp. 17-21를 번역 수정한 자료입니다.)

[부록 4]측정 불확도 표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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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으로부터 얻을 결과값을 결정하기 

- 최종 결과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측정과 계산을 결정하기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한다. 줄자의 길이 눈금을 읽는 것과 더불

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

* 줄자의 측정 불확도 요인

 - 정확히 눈금을 읽기 위해 보정 및 0점 조절이 필요한가? 보정의 측정 

불확도는 무엇인가?

 - 줄자는 신축성이 있는가?

 - 줄자를 구부리면 짧아지는가? 보정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필

요한가?

 - 분해능, 줄자의 최소 눈금은 얼마인가?

* 측정하는 물체의 측정 불확도 요인

 - 줄(측정 물체)은 직선인가? 수축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가?

 - 온도 및 습도가 길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 줄의 끝이 잘 다듬어져 있는가, 혹은 풀어져 있는가?

* 측정 과정 및 측정하는 사람에 의한 측정 불확도 요인

 - 줄의 시작점과 줄자의 시작점을 잘 맞추어 측정할 수 있는가?

 - 줄자가 줄과 평행하게 놓을 수 있는가?

 - 측정은 얼마나 재현가능한가?

2. 측정 수행하기

 줄의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보다 주의 깊은 측정을 위해서 측정을 

10회 반복하고, 매 측정마다 줄자를 새롭게 놓아서 측정한다. 평균으로 

계산된 값이 "5.017m"이고, 표준편차가 “0.0021m(2.1mm)"였다고 하자.

 참고로 주의깊은 측정을 위해 다음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언제 측정을 했는지

 -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 바닥에서 측정했는지, 수직으로 놓고 

측정했는지, 줄자를 역방향으로 측정했는지, 줄자와 줄을 어떻게 정렬했

는지

 - 어떤 줄자를 사용했는지

3. 측정값을 얻기 위한 각각의 입력량의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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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측정 불확도를 표현하기

 모든 측정 불확도 요인을 찾고, 각각의 값을 추정한다. 

[Type B 측정 불확도]

* 줄자의 눈금은 mm이다. 가장 가까운 눈금을 읽는 과정에서 최소 

±0.5mm의 오차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직사각형 분포를 이루는 측정 불

확도로 간주하였다. (참값은 1mm 구간 안의 어느 지점에도 있을 수 있

다.)표준 측정 불확도 를 찾기 위해 0.5mm에서 을 나누어줌으로써 

 를 얻을 수 있다.

* 줄자는 직선이지만, 줄은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자. 따라서 측정된 

값은 실제 줄의 길이보다 작게 측정될 수 있다. 과소 측정되는 정도를 약 

0.2%라고 가정하고, 이때의 측정 불확도 역시 0.2%라고 하자. 이로부터 

결과값에서 0.2%에 해당하는 10mm를 보정해야 할 것이다. 측정 불확도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측정 불확도는 균일한 직사각형 분포

를 이룬다고 가정하자. 측정 불확도 10mm를 으로 나누어줌으로써 

표준 불확도  를 구할 수 있다. 

* 줄자는 교정(calibration)되었다. 보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포함인자

(coverage factor)  (정규 분포)로서 0.1%의 교정 불확도가 존재한다. 

이 경우, 5.017m의 0.1%는 5mm이다. 이를 2로 나눔으로써 표준 불확도

( )는  가 된다. 

[Type A 측정 불확도]

 표준편차는 줄자로 측정시 재현성의 정도와 평균값의 측정 불확도의 정

도를 표현해준다. 10회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실제는 이 외에도 다른 측정 불확도 요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외의 

다른 측정 불확도 요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 

4. 입력량의 측정 불확도가 독립적인지 결정하기 

- 종속적이라면 추가적인 계산 및 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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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한 모든 측정 불확도가 독립적이라 말할 수 있다.(측정 불확도 요인

을 보고 판단함.)

5. 측정 결과를 계산하기 (0점조절과 같은 보정을 포함)

 측정 결과는 측정의 평균값에 줄이 약간 구부러진 것을 보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5.017m + 0.010m = 5.027m

6. 합성 표준 불확도 구하기

 합성 표준 불확도는 제곱합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합성 표준 불확도 = 

7. 측정 결과와 측정 불확도를 보고하기, 어떻게 구한 값인지 서술하

기

 측정 결과 및 측정 불확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줄의 길이는 5.027m ± 0.006m 이다.’

 ‘보고된 줄의 길이는 수평하게 늘어놓은 줄을 10회 반복측정한 값의 평

균이다. 측정시 줄이 구부러져 있었던 효과를 추정하여 측정결과를 보정

하였다. 측정 불확도는 측정 불확도 표현지침서(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국제표준화기구(ISO), 1993년)의 방법을 

따라 추정하였다.’

측정 불확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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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확도 요인 값 ± 확률 분포
적용

인자

표준 

불확도

교정 불확도 5.0mm 정규분포 2 2.5mm

분해능(눈금의 크기) 0.5mm 직사각형분포  0.3mm

줄이 구부러진 효과 10.0mm 직사각형분포  5.8mm

10회 반복측정한 

평균의 표준 불확도
0.7mm

정규분포

(또는 T분포)
1 0.7mm

합성 표준 불확도 6.4mm

[예시 2]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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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구분 측정값(평균값) [m]
측정 불확도 

[m]

d  

D  

  

위의 실험에서 첫 번째 보강간섭이 나타나는 지점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

정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광원의 파장에 대한 기댓값과 측정 불확도는 어떻

게 구할 수 있을까? 

 (i)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이므로 파

장에 대한 기댓값은 


로 얻을 수 있다. 

 (ii) 측정 불확도는 


≈







를 고려하여 

  













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반화 한 식으로부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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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측정 불확도 요인 값 ± 확률 분포
적용

인자

표준  

불확도




슬릿 크기 측정의 

불확도

0.01m

m

직사각형

분포


0.0058

mm

 



거리의 5회 

반복측정한 평균의 

측정 불확도

1.2mm 정규분포 1 1.2mm

 자 눈금의 분해능 0.5mm
직사각형

분포
 0.3mm


측정 위치의 변화에 

따른 측정 불확도
10mm

직사각형

분포
 5.8mm





간격 10회 

반복측정한 평균의 

측정 불확도

0.7mm 정규분포 1 0.7mm















  

또는 

∂

∂
∂

∂
∂

∂


 합성 표준 불확도 30nm

   









 




 으로 구할 수 있다. 

측정 불확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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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이름:

<확인 1>

실험 제목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 실험

<확인 2>

실험 목적

[독립/종속변수와 목표값이 포함되도록 목적을 정한다.]

진자의 길이에 따른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하여 중력가속도 값을 구한다.

<확인 3>

과학적 모형식

[측정값과 목표값이 포함된 과학적 모형식을 적는다.]








<설계 1>

실험 측정 변수 

설정

측정 변수 

이름(기호)

통제/독립/종속

구분
측정기구

측정기구의 분해능 (±)

(최소눈금의 절반)

기타 측정 불확도 요인

(반복측정 필요 변수 지정)

줄의 길이() 독립 자 ± 0.05cm
줄의 시작점과 자의 시작점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한 요인

주기() 종속 스톱워치 ± 0.005s
사람의 측정 한계로 인한 시간의 

부정확한 측정-> 반복측정 필요

<설계 2>

과학적 모형식 분

석

(1) 과학적 모형식 변형

(y=ax와 같은 선형 함수 

형식)

 




(2) 과학적 모형식 변형

(목표값을 표현한 형식)
 

 


그래프 작성 요소 불확도 전파식

x축(독립 변인)  [상대 불확도 개념을 이용하여 변수의 측정 불확도를 이용하여 

목표값의 불확도 전파식 표현]














y축(종속 변인)  

기울기 의미 



y절편 의미(0이 아닌 경우) -

[부록 5]측정 불확도 개념이 강조된 물리 실험 설계틀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한 력가속도 측정 실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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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3>

표 작성

(1) 그래프 작성을 위한 표 작성 (Excel 이용)

측정 

구분

원본 자료(Raw data) 분석된 자료(Processed data)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x축 y축 목표값

줄 길이  

()
주기  () - ()   ()  ()

측정 1 25.0 1.00 - 25.0 1.00 987.0

측정 2 50.0 1.42 - 50.0 2.02 978.9 

측정 3 75.0 1.74 - 75.0 3.03 978.0

측정 4 100.0 2.01 - 100.0 4.04 977.2

측정 5 125.0 2.24 - 125.0 5.02 983.5

(2) 측정 불확도 분석을 위한 표 작성 (Excel 이용)

측정 

구분

원본 자료의 측정 불확도 상대 불확도 측정 불확도 결과

 ()  () 


(%) 


(%) 


(%)

 

()

측정 1

0.05 0.005

0.2 0.50 1.0 10 

측정 2 0.10 0.35 0.7 7 

측정 3 0.07 0.29 0.58 5.7

측정 4 0.05 0.25 0.50 4.9 

측정 5 0.04 0.22 0.4 4

<설계 4>

그래프 표현 및 분

석

[그래프 작성 시 고려사항]

- 제목 넣기

- 축이름과 단위 넣기

- 축 간격 표시

- 분산형 그래프 그리기

- 추세선 그리기

- 기울기 및 y절편 구하기

기울기 0.04

y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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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5>

목표값 찾기

[5.(1)에서 기록한 기울기 의미(혹은 y절편 의미)와 7에서 구한 기울기(혹은 y절편)을 이용하여 목표값을 구한다.]

목표값  기울기의 의미가 


이고, 그래프로부터 구한 기울기가 0.04이므로 중력가속도는 987 이다.

<설계 6>

 측정 불확도 분석

(1) [5.(2)참고]

불확도 전파식으로부터 각 변수

가 목표값의 측정 불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가중치 확인 

줄의 길이에 비해 주기가 2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 [6.(2)참고]

변수 간 상대 불확도 크기 비교
보다 의 상대 불확도가 더 크다.

(3) [6.(1), 6.(2)참고]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상대 측

정 불확도 크기 변화

줄의 길이가 길수록 상대 불확도가 줄어듦을 확인 

(줄의 길이 25cm 이하시 최소 1% 이상의 측정 불확도 발생)

(4) [4참고]

반복측정이 요구되는 변수와 반

복측정 횟수 결정

은 1회 측정 가능하지만, 는 1회 측정시 측정자의 측정 불확도가 포함될 수 있으므

로 반복 측정이 필요하다. 특히 를 정 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0회의 진동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구하고, 5회 반복측정 한다.

(5) 결론

독립변인의 범위 설정

측정시 요주의 변인 확인

반복측정 변수 지정 및 횟수 지

정

본 실험에서는 의 측정 불확도가 전체 측정 불확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 측정 불확도를 줄일 수 있는 실험 기구 및 실험 방법을 모색한다.

줄의 길이는 가능한 길게 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는 10회의 진동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구하고, 5회 반복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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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불확도 분

석표

기호 측정 불확도 요인 값 ± 확률 분포 적용인자 표준 불확도

 - - -

      반복측정 (A형) 정규분포 1

      자의 분해능 (B형) 0.05m 직사각형분포  0.03

     
기타 측정 불확도 요

인(B형)

 - - -

      반복측정 (A형) 정규분포 1

      시계의 분해능 (B형) 0.005s 직사각형분포  0.003

     
기타 측정 불확도 요

인(B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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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설계틀 용 교육 사 ,사후 설문지

설문지 (사전, 사후 동일)

설문 내용
응답

아님 ← 보통 → 그렇다

1. 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표 작성”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그래프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주어진 물리 실험 활동지 구성(혹은 

물리 실험 보고서 작성)에서 “측정 불

확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4. 나는 측정 불확도 개념 이해에 아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측정 불확도 개념의 적용에서 

아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고등학교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

도 개념을 교육하면 고등학생들의 탐

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7. 대학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도 개

념을 교육하면 대학생들의 탐구 능력

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8. 사범대학 물리 실험에서 측정 불확

도 개념을 교육하면 예비교사들의 탐

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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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DevelopmentandApplicationof

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Emphasis

onthe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

forPre-serviceTeachers

YoungchangKang

PhysicsEducationMajor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analyzeddifficultyofphysicspre-serviceteacher

during physicalmeasurement experiment worksheets design

process,developed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emphasis

on the 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 forpre-service

teacherandinvestigatedtheeffectsbyapplyingtheframework

tophysicalmeasurementexperimentworksheetsdesign.

Theexperimentisameansofscienceresearchandoccupyan

importantplaceinascienceteaching& learning.Especiallythe

experiment ha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science

comparedwithothersubjectsandisconsideredasthecoreof

science education.Although experimenteducation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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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significantlyinthescienceeducation,thequantitative

experimenthasnotbeenconductedandexperiment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qualitative observation activity

disproportionately.Alsostudentshaveadifficultybyabsenceof

concept about measurement uncertainty in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experi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ifficulty about design of worksheets for measurement

experiment education, and suggested physics experiment

framework based on measurementuncertainty conceptasan

alternative,andinvestigatedtheeffects.

IntheresearchI,pre-serviceteacherswholearnedconceptof

measurementuncertainty designedexperimentworksheetsand

thedifficultyofpre-serviceteacherduringthedesignprocess

was studied.Firstofall,21 pre-service teachers majored

physics education selected measurement experiment in the

secondarysciencetextbookanddesignedexperimentworksheets

forinstructingthesecondarystudents.Althoughthepre-service

teachers learned measurementuncertainty concept,they had

difficultyaboutapplyingtheconcepttoschoolpractices.In2009

Curriculum RevisionofthePhysicstextbook,alsotherearen't

manyphysicsexperimentcontainedmeasurementactivityand

aren't enough inquiry activity considering measurement

uncertainty. Sothedifficultyanalysisofpre-serviceteacher

during worksheetsdesignofsecondary textbooks'experiment

hasimportantmeaning.Foranalysisofdifficulty,thecriterion

ofassessingthephysicalmeasurementexperimentworksheets

was established,and analysis was performed.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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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was revealed in the area of variables setting,

tabulation,graphplotandanalysis,anduncertaintycalculation

and analysis. Secondly,to study thecommon difficulty of

pre-serviceteacherduring the design processthethemeof

experimentisrestricted.And 15pre-serviceteachersand 9

graduate students majored physics education designed

experimentworksheetsforthephysicalconstantmeasurement

experiment,thesimplependulum experiment.Theexperiment

measuring gravity acceleration by the period of a simple

pendulum was presented,and the common difficulty was

verified by designing theexperimentworksheets.Theresult

wasthatthecommondifficulty intabulation,graphplotand

analysis,anduncertaintyrepresentationwasconfirmed.

In theresearchII,basedonthedifficultiesfoundedbythe

researchIandreference,"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

Emphasis on the 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for

helpingexperimentinstructiondesignconsideringmeasurement

uncertaintywasdeveloped.Andthisframeworkwasappliedto

18pre-serviceteacherandgraduatestudentsmajoredphysics

education.Asaconsequenceofapplication,itwasverifiedthat

thesignificantchangesin recognition ofpre-serviceteacher

wasrevealed,particularly inthecompositionofmeasurement

experiment worksheets components and the application of

measurementuncertainty. Especiallytherecognitionchangesin

thenecessityofmeasurementuncertaintyconceptwasgreatly

enhanced.As a result ofinterview after application,they

modifiedworksheetsbyreducingmeasurementuncertainty,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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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ze and range of variables,and selected measuring

apparatusbyreflectingcombineduncertainty.Andtheresponse

was thattwo aspects,drawing conclusion using graph and

measurementuncertainty analysis,which wereemphasized in

framework wereappeared explicitly,and ithelped todesign

physicalmeasurementexperimentworksheetswith minimized

errorandmeasurementuncertainty.

Inshort,thisresearchstudiedhow pre-serviceteachershad

difficulty in quantitative measurementexperimentinstruction

designprocess,especiallyconsideringmeasurementuncertainty.

Tosolvethisdifficulty,"PhysicsExperimentFrameworkwith

Emphasison theConceptofMeasurementUncertainty"was

developed and applied.As a result,apparentchanges were

foundedinrecognitionofpre-serviceteacherandtheprocessof

application helped todesign theexperimentworksheetswith

experimentconditionswhich supportthetheory by reducing

measurementuncertainty.

Keyword:Measurementuncertainty,Physicsexperiment,

ExperimentDesign,Measurement,Pre-serviceteacher

StudentNumber:2005-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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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악에서 보낸 10여 년의 마무리를 하고,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이 시간,인생

의 1/3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훈련 받고 채움을 받으며 귀한 시간을 보내

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말 학부를 마칠 즈음 졸업학 에 문제가 생겨 졸업이 늦춰지게 되었을

때, 를 물리교육과 학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이성묵 교수님이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어떤 길로 가야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연구의 길로 인

도해주셨으며,약 8년의 학원 시간 동안 제게는 연구의 선생님이자,자상하신

아버지셨습니다.교수님께서 늘 " 창이"라고 불러주시던 음성이 무나도 그리

울 것 같습니다.

학부 때,부족한 책의 서평을 손수 어주시고,지 의 박사 논문에서는 원

장을 맡아주시며,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악에서 보내는 동안 큰 도움 주셨던

송진웅 교수님,늘 만날 때마다 자상한 미소로 어려움을 물어보시고 챙겨주시며

논문이 완성되는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주셨던 동렬 교수님,박사 학 논문

심사를 흔쾌히 맡아주시고 이 많이 오는 에도 춘천에서 먼 길을 와 주시며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장병기 교수님,논문의 자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심사 때마다 기도로 큰 힘을 주신 이경호 교

수님.그리고 안식년을 보내셔서 심사 원이 되어 주시진 못했지만 연구 배

움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유 희 교수님.정혜 아카데미를 통해 과학 교육에 열

정을 쏟으시며 많은 도움 주셨던 우종천 교수님 등.모든 교수님의 아낌없는 도

움으로 인해 학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학실에 들어와서 학원 생활을 지내는 동안 학실에서 많은 선배

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추억 가득한 연구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실

에서 함께 지내다 먼 졸업하신 우 형,인호 형,기호 형,창석이 형,경운이

형,경식이 형,종찬이 형,재 이 형,경필이 형, 제 형, 학실에 있는 동안

주신 도움에 감사드리고,그리고 졸업하신 후 과학교육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계심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흥기형,익수 형,소

윤이 나,가 이 나,민정이 나,유리 나,은 이 나, 환이,다 이,

정화,민경이 모두 학실에 함께 보내며 연구의 동료로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그리고 비 박사님들이신 춘이 형, 진이 형,선경이

나,미희 나,용근이 형,성은이 나,동훈이 형,태일이 형, 문이 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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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리고 음향방에 계신 동욱이 형,수 이 형,정우,지식방의 상운이,종

이, 자방의 이,지연이 모두 시작하신 박사과정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특히 학실에 있는 동안 오랜 기간 개인 으로 기쁜

일과 슬 일을 함께 나 고 친 동생처럼 챙겨주신 동훈이 형, 문이 형에게

감사드리고,박사 마무리 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고 많은 시간 함께 했던 재

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형열 선생님,서 혜 선생님,

그리고 학부 동안 함께 공부했던 우리 01학번.문수,인수,길주 형,명기,선경

이 나,소정이,윤미, 이,경은이,효 이, 경이 나,원순이,아연이,우

선이,윤정이,범수형,성욱이,훈이.이제는 결혼식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

지만, 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학부 동안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지내며,마음을 나 수 있었던 베스트 성수에게 이 기회

를 통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생활 동안 SNU Precision의 박희재 교수님,3년 간 함께 했던

일환이 형,우정이 형,태욱이 형,성훈이 형.회사에서 보내는 동안 많은 것 배

우고,도움을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그 곳에서 믿음의 형제로서 만남

을 허락해 주신 주성이 형,성범이 형,강건이 형.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계속해서 서로 믿음의 언어를 주고 받으며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

사드립니다.

학원 생활 하는 동안 믿음의 선,후배로써 으로 도움을 주셨던 이기포

목사님,김 복 목사님,김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열림교회 이후 6

형제로 지 도 함께 하고 있는 세 이 형,재민이 형, 은이 형,민수 형,정우

형이 곁에 있어서 늘 으로 든든했습니다. 한 오랜 기간 믿음 안에서 가족

과 같이 챙겨주신 선한청지기 지체.오창익 목사님,이 정 선교사님,주은,

석,은석,주혜.먼 곳에서 늘 기도로 도우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김

명애 집사님,최 훈 집사님과 김순덕 집사님과 세윤,하윤,지윤,최성진 도

사님과 김정화 사모님과 다민이,김명훈 목사님과 윤조헌 사모님과 이,선

애와 이상칠 집사님과 뱃속의 둥이들,경화 나와 부군,주 이,정환이에게

늘 기도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함께 말 안에 용해 가도록 헤세드의 지혜를 주시는 김양

재 목사님,물심 양면으로 섬겨주셨던 안 국 목자님,김명란 권찰님,그 외의

뽀로로 목장 식구들 허 정,이명재 집사님,김동열,김혜 집사님,이재호,황

은 집사님,그리고 가장 어린 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매주 말 으로 가지쳐

주시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천정향 목자님,문말심 권찰님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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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목장 식구들 김용 집사님,지성철,변태 집사님,정경일 조경희 집사

님,김주공 집사님,유용규,조윤주 집사님 등을 통해 기업무르기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일 일 양육기간 도움을 주셨던 박은

식 집사님,지 섬기고 있는 아부 유혜숙 부장 집사님,박지선 도사님 외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우리들 공동체에 오는데 큰 도움을 청년부의

재야 고맙다.

학원 기간 동안 3년 넘게 함께 지내고 있는 피엠디 아카데미 식구들,유 철

표이사님,채성열 상무님 외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 까지 를 낳으시고 키우시며 고생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한 번도 힘들

다는 내색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이 있었기에

지 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부터 새벽마다 기도를

쌓으시며 늘 사 에게 아들 못지 않게 챙겨주시는 장모님.부모님과 장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부족한 나를 믿으며 따라와 아내 지은아,결혼

하고 나서 시간 나면 여행가고 싶다고 했는데, 학원 기간 동안 휴가 한번 제

로 못 가보고,남편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했음에 미안하고 감사해요.앞으

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를 1순 로 하고,성경 말 을 우리 가정이 가야할

길의 지도로 놓고 십자가 등불을 밝 나아가는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할게.지

은아 사랑해.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랑의 열매,사랑하는 세담아.아버지가 세담

이 정말 사랑하고,세담이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모습을 보여주기 해 노력할

게.

처음과 나 되시는 하나님.나를 태 부터 택하셔서 지 의 나를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

혜를 기억하며,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 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하나님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

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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