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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술형 검사인

Views About Scientific Measurement(Ibrahim, 2005)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점 패러다임’과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항들을 범주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측

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측정 대상이나 장비와 같은 측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일관된 인

식론적 견해를 지니지 못하였다. 그리고 반복측정의 필요성이나 대푯값 선정,

자료 집합의 비교에 대한 견해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분포에 대한 이해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에서는 성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므로 정확

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의 정확성에 대

한 신뢰가 반영된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서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

으며, 초등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하도

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측정의 본성, 인식론적 견해, 초등학생

학 번: 201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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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과 지식을 형성하고 알아가는 방법을 다루는 영역으로,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에서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과

학적 소양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Inquiry and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에서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증거의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탐구 수업 규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

다. 이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가 바탕이 되어

야만 과학적 개념과 과정적 지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Lederman

& O'Malley, 1990; Tsai, 1999). 즉, 학생들이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현대

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지닐 때,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인 측면까지 이해할 수 있으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보다는 데이터

를 증거로 활용하여 지식주장을 하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동료와의 논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sai, 1999). 또한, 과학적 지식은 변화 가능하며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은 변하지 않는 사

실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개념 이해 수준이 높았다(Songer & Linn, 1991).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가 어떻게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NRC, 2000). 따라서 학생들이 측정 도구를 선택하거나 눈금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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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인 측정(Perry, 1998)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 형성에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과학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측정 능력의 향상뿐만 아

니라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강조되어야 한다. 즉, 참값에 대한 근삿값인 측

정값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참값으로부터 무작위적인 편차를 보이며 분포한다

는 점(ISO, 1995)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지식

주장이 가능하다(Rezba et al., 2003)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측정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측정의 오차, 반복측정의 필요성 등과 같은 측정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봉우 등, 2007). 이에 단순히 실험을 통해 측정 활동을 경

험하고 그 기능을 익히는 수준의 교수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어린 학생들도 ‘안다’는 것이나 ‘지식’에 대한 초기 형태의 인식론을 형성

할 수 있으며(Mansfield & Clinchy, 2002),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이들의 인

식론적 견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Chandler et al., 2002; Smith et al., 2000)는 주

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인식론적 제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에서는 자료집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분포

를 비교하는 능력과 자료에 기초하여 추론과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사고

를 활용하는 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초등학생들은 기초 수준의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측정의 불확실성을 이

해하고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측정의

본성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인식론적 견해는 일단 형성되면 변화시키기가 매

우 어려우므로(곽영순, 2002),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해 나가는 초등학생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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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

생(Buffler et al., 2009; Kung, 2005; Rollnick et al., 2002)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인지적․정의적 수준이 다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Varelas, 1997), 많은 학생들이 반복측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참값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값을 대푯값으로 선정하는 등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복측정이나 대푯

값 선정과 같은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견

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측정

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다(양일호와 김후선, 2004; 양일호

등, 2008, 2009).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측정 결과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을 신뢰하지 않는 등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였고, 대푯값의 선정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측정을 수행하도록 한 후 측정에 대한 생각을 조사

하였는데, 학생들이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준거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들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측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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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

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

론적 견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빈도를 구한다.

2)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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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1)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1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만을 표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측정의 본성의 다양한 측면 중 과학과 일상생활의 측정,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비교, 참값의 측정과 관련된 견해를 알아보는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측정의 본성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초등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으나,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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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인식론적 견해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는 인식론적 견해를 어떤 구성 요소들로 정의하느

냐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인식론은 인간 지식의

기원이며, 본성, 제한점, 방법, 정당화와 관련된 것이고(Hofer, 2001), 견해는 환경

과 상황에 의존하는 인간의 성향으로 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이며 문제 해결에 있

어서 사람마다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Brown & Cooney,

1982).

Kang & Wallace(2005)는 존재론적 측면(ontological aspect)과 관계의 측면

(relational aspect;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er and the known)을 인식론의

두 측면으로서 제안하였다. 존재론적 측면은 과학의 본성 중 지식의 영속성과 임

시성에 관한 인식이다. 관계의 측면은 사람과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지식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의 본성과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관계의 측면을 인식론적 견해를 구성하는 요소로 본다.

2) 측정의 불확실성

측정의 불확실성은 어떤 측정값이 내포하고 있는 미심쩍음(doubt)이다. 모든

측정에는 항상 일정 정도의 미심쩍음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대략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Bell, 1999). 이는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말하며, 측정값

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통 오차(error)와 불확실성(uncertainty)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참고문헌에 따라 두 개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

차는 측정값과 측정하고자 하는 참값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는 체계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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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error)와 무작위 오차(random error)의 합으로 표현된다. 체계적 오차

는 측정 환경이나 도구의 문제, 근사식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무작위

오차는 개개의 측정값이 참값의 주변에 무작위로 분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IS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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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초등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

당한다. 구체적 조작기는 7～12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학생들이 구체적 사물에

대한 인지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를 뜻한다. 이 때 '구체적'이란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의 요소들을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학생의 주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탈 중심화가 일어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양, 무게, 부피의 보존

개념, 배열과 분류의 능력이 발달하며, 사물에는 2차원 이상의 특성이 상호관계하

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Ginsberg & Brandt, 1979). 구체적 조작기 이후

약 12세 부터의 인지발달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로부터 사례를 연역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거나 삼단논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등 논리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변인을 확인하고 분류하여 이를 통제 혹은 제어하는 등 변인을 조작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Ginsberg & Brandt, 1979). Inhelder & Piaget(1958)는 인지

발달 단계가 위계적인 서열을 가지며, 인지발달 단계가 낮은 구체적 조작기의 학

생이 구성주의적 신념에서 지식을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추상적인 형식적 추론의 신념 유형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Basseches(1980)는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가지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발달이 요구되며 인지발달의 상위 단계가 인식론적

견해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그리고 Buehl & Alexander(2001)는 개인의 인식론적 견해는 그 깊이와 본질

을 알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므로 인식론적 견해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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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언어를 매개로 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론적 견해의 측정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경우

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도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Montgomery(1992)는 어린 학생이라도 ‘안다’는 것이나 ‘지식’에

대한 초기 형태의 인식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인식론적 견해 형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Metz(1995)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령대

의 학생들이 발달 이론에서 추측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 지적으로 정교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Smith 등(2000)은 인식론적 견해와 관련된

의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좀 더 정교화 된 인식론적 관점을 가지

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노태희 등(2002)은 초등학생들은 학교 과학교육

을 처음으로 접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원정애(2006)는 초등학생들이 이미

인식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 지식에 대해 확실성의 견해를 가진 학생보

다 변화가능성의 견해를 가진 학생이 더 높은 인지적 수준에 있다고 하였다. 이

처럼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학생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

는 학생들의 견해보다는 덜 정교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식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시기부터 인식론적 견해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되고 있다(방미정과 김효남, 2010; 김지나 등, 2008).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론적 견해는 그 대상과 관련된 사고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과학을 증명된 사실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은 그 진리들을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지식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

는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과학을 연속적인 개념발달, 데이터

를 의미 있게 해석하려는 노력, 각 개인 간의 과학적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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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학생들은 개념과 그것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Roth &

Roychououdhury, 1994).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가 과

학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문성숙과 권재술, 2004; 차정호 등,

2005)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2 측정의 본성과 불확실성

2.2.1 측정의 본성

탐구란 자연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연현상을 조사하는 일련의 통합적

과정으로서 경험, 관찰, 사고, 추리,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활동

이다. 즉, 탐구란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

로 자연에 대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NRC, 1996; NRC,

2000).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NRC, 1996)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측정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측정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탐구 활동의 기본이며, 실험 활동의 대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NRC, 2000). 이

러한 측정의 중요성 때문에 외국의 과학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학년에서 측정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증거의 획득을 강조하고 있다(이봉우, 2005). 우리나

라 과학교육과정에서 측정은 관찰, 분류, 예상, 추리와 함께 기초 탐구 과정에 속

해 있으며, 이들 중 관찰과 함께 특히 강조되고 있는 탐구 요소이다(이봉우 등,

2007). 따라서 측정은 기초 탐구 과정으로 교육되며, 통합 탐구 과정의 바탕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수집한 개개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통해 얻은 증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집된 실험적인 정보들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측정을 통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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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측정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측정의 불

확실한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Baird, 1995). 즉, 측정의 자료가 일

정 정도의 변동이 있으며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수렴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의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증거의

질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이재봉과 이성묵, 2006). 측정의 불확실성의 근원

이 무엇이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측정값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Baird, 1995). 이러한 측정의 본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얻어진 측정 결과는 타당한 지식 주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2.2.2 측정의 불확실성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8)에

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의 불확실성의 개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uncertainty of measurement)이란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말하

며, 측정값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외부 영향을 통제하여 같은 측정

자가 같은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값들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계통오차를 적절하게 보정하여도 계통오차에 대한 완전한 보정이

불가능하고, 또 우연오차가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

게 된다. 측정값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반복 측정하여 얻은 측정값들의 분

산을 통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된 결과인지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측정 결과

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 측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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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8).

1) 측정량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

2) 측정량의 정의에 대한 불완전한 실현

3) 대표성이 없는 표본 추출

4) 측정 환경의 효과에 대한 지식 부족 및 환경 조건에 대한 불완전한 측정

5) 아날로그 기기에서의 개인적인 판독 차이

6) 기기의 분해능과 검출 한계

7) 측정표준과 표준물질의 부정확한 값

8) 외부 자료에서 인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상수와 파라미터의 부정확

한 값

9) 측정방법과 측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삿값과 여러 가지 가정

10) 외관상 같은 조건이지만 반복적인 측정에서 나타나는 변동

위의 요소들 이외에도 인식되지 않은 계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

든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차(error)란 어떤 양을 측정하였을 때 생기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로, 측정

결과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이다. 그러나 참값은 이론적으로 완전한 측정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참값의 실제 크기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오차

는 하나의 이상적인 개념이며, 오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

다. 측정 결과에서 참값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값 대신 평균값과

편차, 표준편차 또는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표현한다.

측정에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있으므로 측정결과는 반드시 오차를 수

반한다. 실수에 의한 오차는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으며 계통오차는 보정할 수

있지만 우연오차는 제거할 수 없다. 계통오차(systematic error)는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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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계통오차는 측정기기의 미비점과 같은 계통효과에 의해 생기지만,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효과를 구분하여 보정함으로써 계통오차의 크기를 줄

일 수 있다. 보정을 한 후의 계통효과에 의한 오차의 기댓값은 영이라고 본다. 우

연오차(random error)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측정기기의 단기간 변동과 주

위 온도, 대기압 및 습도 등의 양이나 측정 표준기, 표준물질 등의 영향이 시간

적, 공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변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변동의 영향을

우연효과라 하며, 이는 측정량을 반복 관측할 때 그 값이 변동하는 원인이 된다.

우연오차를 보정할 수는 없으나, 관측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는 있다. 그러

나 측정 횟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연오차의 추정한 값만 정할 수 있다. 우연

오차는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을

측정결과에서 뺀 값으로 나타낸다.

2.3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2.3.1 측정에 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이해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ere 등(1993)은 프랑스의 대학교 물리학과 1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측정 오류

와 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실험 수

업에 참여했으며, 측정 자료를 다루기 위한 통계적 기술을 배웠다. 연구자는 학생

들의 실험 모습을 관찰했으며, 학기가 끝난 후의 지필시험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측정의 불확실함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측정할 때 오류가 생기는 원인이 개인의 능력이나 실수

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측정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의 측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처음의 측정값이나 마지막의 측정값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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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측정값을 대표값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지만, 측정이 불확실하기 때문

에 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Lubben & Millar(1996)는 영국의 11세, 14세, 16세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필형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

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검사지는 반복측정을 하는 이유, 반복측정을 수행하는

방법, 반복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대푯값 선정하기, 변칙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측정결과가 분산된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 반복 측정한다고 답했으며,

대표값을 선정할 때 참값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값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일수록 비과학적인 설명을 많이 하였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측정에 대한 이해가 일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Lubben & Millar는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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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측정에 대한 학생의 견해

1 한번만 측정하며 이 값이 참값이다.

2 처음에 생각한 것과 같은 값을 얻었다면 옳게 측정한 것이다.

3 연습을 위해 몇 번 측정해본 후 측정한다.

4 반복되어 나타나는 값을 얻기 위해 반복측정한다.

5
서로 다른 측정값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다른 값을 얻기 위해 일부

러 환경을 다르게 만든다.

6 조심해서 반복측정한 후에 평균을 구한다.

7
반복측정한 후 평균을 구한다. 이 때 모든 자료의 산포도가 측정의 질을 결정한

다.

8
측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구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하기 전에 경향성에서 벗어나

는 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표 Ⅱ-1>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 수준의 8단계

Allie 등(1998)은 Lubben & Millar(1996)가 제시한 측정의 본성에 대한 8단계

모델을 확장시켜 남아공의 대학교 물리학과 1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반복측정을

하는 이유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에 대

한 대학생들의 이해는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6%의 학생들이

분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42%의 학생은 변칙적인 값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값을 포함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자료 집합을 비교할 때, 48%의 학생은 평균을

근거로 두 자료 집합이 같다고 생각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했다. 평균과 함께 자료

의 분산까지 고려해서 대답하는 학생은 28%였다.

Coelho & Sere(1998)는 프랑스의 14세와 17세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측정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학생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실험활동을 한 후에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참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

며, 그것이 특정한 값을 나타내므로 정밀하고 조심스런 측정을 통해 참값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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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참값이 존재한다고 답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실험도구의

문제나 측정 과정의 문제 등 외부의 영향 때문에 참값을 측정할 수 없으며, 오직

참값과 근접한 값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값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료에 분산이 생기는

이유는 측정할 때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ie 등(1998)이 연구에 사용한 9문항의 지필형 검사지는 Lubben 등(2001)과

Buffler 등(2001)의 후속 연구에서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검사지 PMQ(Phyisics Measurement Questionnaire)로 발전하였다. Lubben 등

(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 검사지 PMQ를 사용하여 반복측정의 필요성

과 측정값들의 분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검사지의 문항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로 나누어 이들에 나타난 학생들의 생각을 점 추론과 집합 추론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학생들의 인

식 과정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며, 실험실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점 추론에서 집합

추론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구로 제시되었다.

측정의 본성을 개념적 이해인 추론(reasoning)의 측면과 측정의 도구적 과정

적인 행동(action)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알아본 연구가 Buffler 등(2001)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Buffler 등(2001)은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는 크게 점 패러다임(point paradigm)과 집합 패러다임(set paradigm)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측정에 대한 패러다임은 측정 행동(action)과 근원적 이유

(reasoning)로 이뤄지는데,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있

으며 이러한 행동과 근원적 이유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틀이 측정에 대한 패러

다임인 것이다. 점 패러다임의 학생은 측정으로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고 생

각하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측정을 통해 하나의 참된 값을 얻고자 한다. 반

면에 집합 패러다임 학생은 측정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측정으로 참값을 찾

기 보다는 반복 측정 후 산포도를 고려하여 근사치를 구하려고 한다(Buffler 등,

2001). 점 패러다임과 집합 패러다임에 속하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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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와 같다. 이 연구에서 Buffler 등(2001)은 측정에 대한 교육의 목표가

점 패러다임에서 집합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목표의 성공 여부는 추론과 행동의 두 측면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견고한 집합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점 패러다임 집합 패러다임

⒜ 측정을 통해 참값을 얻을 수 있다.

⒝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완전

히 없앨 수 있다.

⒞ 각각의 측정 결과는 하나의 ‘점 같은’

독립적인 값이다.

⒜ 측정을 통해 참값을 얻을 수 없다.

⒝ 측정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 측정값은 참값에 대한 근사이고 참값과의

편차가 무작위로 발생하므로, 측정 결과들이

일정한 분포를 형성한다.

<표 Ⅱ-2> 점 패러다임과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

Buffler 등(2009)은 자신의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물리 과목을 듣는 남아공의

대학교 1학년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NOS에 대한

견해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검사에 사용된 VASM(Views About Scientific

Measurement)은 측정의 본성에 대한 8문항과 NOS에 대한 6문항으로 이뤄져 있

는 개방형 지필 검사지다. 연구 결과 73%의 학생은 점 패러다임이며 20%의 학생

은 집합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은 학업 배경과 교육

배경이 좋고 실험 경험이 많은 학생 64명 집단(Mainstream)과, 학업 배경과 교육

배경이 나쁘고 실험실 경험이 적은 학생 115명 집단(GEPS)을 대상으로 실시됐

다. 연구 결과 Mainstream 집단의 경우 42%가 점 패러다임, 48%가 집합 패러다

임이었다. 반면에 GEPS 집단의 경우에는 91%가 점 패러다임, 3%만이 집합 패러

다임이었다. 한편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NOS에 대한 견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학 지식의 성격, 이론과 법칙의 기원, 과학 실험의 목적, 실험할

때 과학적 방법과 창의성의 역할, 이론과 실험 결과의 우선 순위의 다섯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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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중에 이론과 법칙의 기원, 이론과 실험 결과의 우선 순위 두 요소가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측정 인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정아(2002)는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반복측정, 대표값의 선정, 오차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

시간 측정 과제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해 10분간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과

반수이상의 학생들이 반복측정이나 대푯값 선정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오차

의 원인을 측정 당시 환경이나 측정도구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과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측정값이나 측정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주로 인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측정과 관련

하여 반복 측정, 반복 측정 후 결과 값의 처리, 오차의 원인, 측정의 불확실성 등

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 자체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재봉과 이성묵(2006)은 예비 물리교사 27명을 대상으로 측정의 불확실성 개

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했다. 학생들은 3인 1조로 진자의 주기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이 끝난 후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했다. 질문지 작성 결과에 따라

일부 학생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측정의 불확실성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서 효과적인 자료 수집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적절한 증거를 모으는데 실패하였으며 자료 해석에도 어려움을 나타냈다.

2.3.2 측정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

Valelas(1997)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2년간 경험한 초

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학습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과학적인 탐구과

정에서 반복측정의 이유와 대푯값 선정의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반복측정을 하는 이유는 대푯값 선정에 대한 생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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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생들은 반복측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여 반복측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반복측정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의 측정값을 대푯값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었다. 또한, 수학적 개념의 부족으로 인해

중앙값(median)을 구하기 위해서는 홀수 번의 반복측정만 해야 한다는 오개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복측정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탐구를 수행하면서 얻

게 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우연오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우연오

차와 계통오차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기 쉽다. 이에 연구자는 우연오차와 계통오

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실험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수학

적인 아이디어의 발달과 결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Masnick & Klahr(2003)는 실험오차의 유형을 구분하는 분류틀을 바탕으로 초

등학교 2, 4학년 학생들의 오차에 대한 이해와 오차와 관련된 맥락의 역할을 알

아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을 명확히 설계하기 전에, 오차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는 원인들을 인식하고 제안할 수 있었으나 추론의 맥락에 민감성을 보였

다. 학생들은 오차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오

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호와 김후선(2004)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길이, 질량, 부피, 시간을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측정결과에 대한 신념, 측정오차의 원인과 해결

방안, 측정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측정 영역에

서 자신의 측정 결과에 대해 부정적 확신을 갖거나 판단을 보류하는 갈등상태를

보였다. 측정오차의 원인으로는 사람의 오차, 측정방법의 차이, 측정도구의 문제,

어림의 차이, 측정 대상의 성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정확한 측정방법의 적용, 좀 더 정밀한 측정도구의 사용, 같은 범위

에서 어림하기, 측정 대상의 성질 고려하기를 제시하였다. 측정활동에서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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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호 등(2009)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활동에서 보이는

대푯값 선정 및 신뢰 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측정경험이 증가하더

라도 측정의 본성을 고려한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측정의 반복 경험이 아닌 교육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하고,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한 측정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측정의 본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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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6학년 4학급 117명(남학생 61명, 여학생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학교 과학수업을 통해 한

달에 1～2회 정도 측정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5학년

수학수업에서 평균의 개념을 이미 학습하였다.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서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의 참석 하에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

용에 대해 설명한 후, 검사지 첫 장에 적혀있는 검사지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여 검사 과정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시 문항을 활용하여 검사지 작성 방법

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검사에는 평균적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2 검사 도구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Views About

Scientific Measurement (VASM; Ibrahim, 2005)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지는 측정의 본성에 대한 8문항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 중 측정의 본성에 대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측정의 본성에 대

한 8문항 중 6문항은 과학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는 특정 상황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나머지 2문항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다.

모든 문항은 선다형이나 단답형의 질문에 응답한 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

히 서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항을 번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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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선행연구(Ibrahim, 2005)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예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가독성을 점검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

였다. 이 검사에는 반복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이 두 문항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비 검사 결과 학생들이 구체적인 측정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항의 의도

를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교육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두

문항 중 구체적인 측정의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최

종 검사지는 온도 측정, 지구 자기장 측정, 반복측정의 필요성, 대푯값 선정, 자료

집합의 비교,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참값의 측정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초등학교 교사 2인에게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3.3 분석 방법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Ibrahim, 2005)의 분석틀을 활용하였

다. 이 분석틀은 VASM의 각 문항별로 학생들이 서술한 이유를 검토하여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진술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 분석틀을 참고하

여 일부 학생들의 검사지를 분석하여 각 문항에 대한 상세한 초기 분석틀을 제작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 2인이 공동으로 모든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초기 분석틀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그 후 연구자 간의 논의

를 통해 세부 응답들 중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응답들을 범주화하여 각 문항별로

최종 응답 유형을 만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최종 응답 유형을 Buffler 등(2001)이

제안한 ‘점 패러다임’과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하였고, 견해가 혼재되어 있거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응답은 ‘분류불가’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 패러

다임과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의 구체적인 특징과 기준을 <표

Ⅲ-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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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내용 점 패러다임 집합 패러다임

과학과

일상생

활에서

의 측정

1

과학과 일상생활

에서의 측정의

정확함에 차이가

있는가?

과학에서의 측정이 일상생

활에서의 측정보다 더 정

확하다. 또는 과학과 일상

생활 모두에서 정확히 측

정할 수 있다.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자료

수집
2

자료 수집 단계

에서 반복해서

측정하는가?

각각의 측정값은 참값이

될 수 있으므로 반복 측정

이 필요 없다. 또는 반복

되어서 나타나는 값을 찾

거나, 연습해서 오차를 없

애기 위해 반복 측정한다.

측정값은 참값에 대한 근

사치이며 무작위(random)

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측

정해야 어떤 특정한 값의

주변에 값의 분포가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처리

3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측정값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 성능이 좋은 도구로 측정

한 값은 정확하다.

측정 도구의 성능에 관계

없이 정확한 측정이 불가

능하다.

4

아날로그 장비를

이용한 측정값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

5

반복 측정 후 대

푯값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반복측정해서 얻은 개개의

측정값이 서로 독립적이며

참값일 수 있으므로, 측정

값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

여러 번의 측정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야 참값

을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평균이나 표준편

차 등을 계산한다.

자료

비교
6

서로 다른 자료

집합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측정의 불확실성이나 반복

측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료 집합을 비

교할 때 오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자료의 분포를 고

려하지 않는다.

측정의 불확실성과 반복측

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므로

자료 집합을 비교할 때 오

차와 자료의 전체적인 분

포를 고려한다.

참값의

측정
7

참값을 측정할

수 있는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므로

참값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값을

측정할 수 없다.

<표 Ⅲ-1> 측정의 본성의 영역과 각 문항의 점 패러다임․집합 패러다임 기준

(Buffler et al., 2001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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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최종 응답 유형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서 나타난 측정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항들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4인, 현직 교사 3인,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 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문항별 분석틀 제작과 응답

유형의 범주화, 문항별 견해의 특징 비교 및 범주화 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수차

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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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학생들의 응답을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측정 상황에 따른 인식

론적 견해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으며,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의 정확성을 신뢰하는 등 현

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이 드러난 문항별로 범주화

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검사지의 문항 번호와 다

른 순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4.1 측정 상황에 따른 인식론적 견해의 일관성

1) 온도 측정

이 문항(4번)은 아날로그 장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그림으로

제시된 온도계의 측정값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고, 그 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

사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응답 유형을 <표 Ⅳ-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86.3%가 점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온도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대로 정확하게 온도를 읽을 수 있다’(유형 1)

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3.7%의 학생들만이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

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 측정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전 경험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7차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온도계 사용법을 배우고 온도 측정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초등 과

학수업에서는 실험 도구의 조작에 초점을 둔 측정 활동(hands- on)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 측정 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

어지고 있다(고민아, 2006).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할 때,

측정의 본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측정 조건을 개선하더라도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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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길이처럼 쉽

게 변하지 않는 정적인 특성을 지닌 측정 대상은 주의 깊은 측정을 통해 정확히 측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lie et al., 1998). 일반적

으로 이루어지는 온도 측정 과제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동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

이 측정 대상인 온도의 정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점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다.

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온도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대로 정확하게 온도를 읽을 수

있다.
99(84.6)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2(1.7)

계 101(86.3)

집합

2
측정값은 대략적이며 반드시 오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

이 불가능하다.
12(10.3)

3
아무리 성능이 좋은 온도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3(2.6)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1(0.9)

계 16(13.7)

분류불가 0(0.0)

합계 117(100)

<표 Ⅳ-1> 온도 측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7)

2) 지구 자기장 측정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지구 자기장을 측정할 때 자기장 측정 장비에 나타난

값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사한 문항(3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표

Ⅳ-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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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66.1%)의 학생들이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측정값은

대략적이며 반드시 오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유형 2), ‘아무리 성

능이 좋은 장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유형 3)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은 측정값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지구 자기장은 변한다’와 같이 단순히 학생의 존재론적 견해

만이 드러나 인식론적 견해를 알 수 없는 응답은 분류불가로 분류하였다.

온도 측정 문항에서와는 달리 다수의 학생들이 집합 패러다임에 속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서술한 응답의 이유로는 측정 대상인

지구 자기장이 매우 미세한 값을 갖는데 디지털 장비가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자

릿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16%는 지구 자기

장이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과

같이 측정 대상의 속성을 자신의 인식론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응답들로 미루어 볼 때, 디지털 장비로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지구 자기장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장비로 측정해도 측정

값에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는 학생들의 생각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학생들이 측정 대상이나 장비 등과 같은 측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측정의 본성에 대해 다른 인식론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도 측정 문항에서는 점 패러다임에, 자기장 측정 문항에서는 집합 패러다임

에 해당하는 견해를 지닌 학생이 많았으며(58.1%), 반대의 경우도 4.3%이었다. 선

행연구(Lubben et al., 2001)에서 38%의 대학생들이 측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일관

되지 못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측정의 본성

에 대한 일관된 인식론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문항 모두에서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학생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 상황의 차이에 관계없이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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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측정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일관되게 지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성능이 좋은 장비로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9(7.8)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12(10.4)

계 21(18.3)

집합

2
측정값은 대략적이며 반드시 오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24(20.9)

3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장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18(15.7)

4 평균을 구하기 위해 반복측정해야 한다. 9(7.8)

5
측정할 때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측

정할 수 없다.
4(3.5)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21(18.3)

계 76(66.1)

분류불가 18(15.7)

합계 115(100)

<표 Ⅳ-2> 지구 자기장 측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5)

4.2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이해

1) 반복측정의 필요성

반복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2번)에서는, 과학에서 한 번의 측정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선택하

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표 Ⅳ-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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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에서 반복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복되어 나오는 값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측정해야 한다’(유형 1), ‘여러 번

측정하면서 연습하여 오차를 없애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유형 2), ‘반복측정해

서 평균을 구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유형 4)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과학에서의 측정은 한번만으로도 정확하다’는 응답(유형 3)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반복측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

히,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번 쟀을 때 그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이다’, ‘여

러 번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써야 한다’ 등과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들은 측정값 전체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반복적으로 나오

는 하나의 값에 주목하여 반복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반복측정하며 연습을 통해 오차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유형 2의

학생들도 유형 1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측정의 불확실성이나 반복측정에 따른 측

정값의 분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측정을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한 연습으

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측정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첫 번째

측정값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양일호

와 김후선, 2004; 양일호 등, 2009)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반복측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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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반복되어 나오는 값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측정해야 한다. 29(24.8)

2
여러 번 측정하면서 연습하여 오차를 없애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4(12.0)

3 과학에서의 측정은 한번만으로도 정확하다. 5(4.3)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10(8.5)

계 58(49.6)

집합

4 반복측정해서 평균을 구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57(48.7)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1(0.9)

계 58(49.6)

분류불가 1(0.9)

합계 117(100)

<표 Ⅳ-3> 반복측정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7)

2) 대푯값 선정

이 문항(5번)은 반복측정으로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푯값을 선정하는 과정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5회에 걸쳐 반복측정

한 지구 자기장 값을 제시하고, 최종 측정값을 결정하여 적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유형을 <표 Ⅳ-4>에 제

시하였다.

전체 학생의 42.7%가 점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

타났으며,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고려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값(유형 1)이

나 마지막에 측정한 값(유형 2)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7차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측정값의 처리 과정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활동이 거의 제시되

어있지 않은데(이봉우 등, 2007), 이는 측정 활동 중에 수학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다수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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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대푯값 선정 과정에서 평균을 계산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측정값

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54.7%의 학생들은 집합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유형 4)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측정값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을 구해야 한다’ 등과 같이 특정한 측정값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측정값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푯값을 선정했기 때문

에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세부 응답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

들이 반복측정 후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측정값들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Buffler

et al., 2001)의 기준에 따라 반복측정 후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

우도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Varelas, 1997)에 따르면, 초등학생

들 중에는 반복측정을 계획하였더라도 한 번만 측정해보라는 권유를 받으면 반복측

정 계획을 쉽게 포기하는 등 반복측정에 대한 견해가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

다. 대학생 역시 대푯값 선정을 위해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측정

의 본성 차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ubben

et al., 2001). 이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반복측정 후 평균을 계산하는 이유를 측

정의 본성 측면에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료를 수학적으

로 처리하는 방법에 익숙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복측정의 결과들이 분포를 형성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푯값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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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반복적으로 나오는 값이 정확하다. 21(17.9)

2 가장 마지막에 측정한 값이 정확하다. 18(15.4)

3 중간에 측정한 값이 정확하다. 5(4.3)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6(5.1)

계 50(42.7)

집합

4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 53(45.3)

5 중간 크기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 8(6.8)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3(2.6)

계 64(54.7)

분류불가 3(2.6)

합계 117(100)

<표 Ⅳ-4> 대푯값 선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7)

3) 자료집합의 비교

서로 다른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의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6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표 Ⅳ-5>에 제시하였다.

전체 학생의 74.8%가 점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으며, 대부분이 ‘두 팀의 평균이

나 개개의 측정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팀의 결과는 다르다’(유형 1)는 견해를 보

였다. 반면에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학생들은 전체의

21.7%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오차를 감안하면 두 팀의 평균이나 개개의 측정값들이

비슷하므로 두 팀의 결과는 같다’(유형 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집합의 비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견해의 수준은 전

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제7차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에서는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이나 서로 다른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봉우 등, 2007)으로 해석된다. 측정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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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합을 비교하는 것은 자료의 질을 판단하여 타당한 증거를 생성하고 그에 따른

지식 주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Campbell

et al., 2005). 따라서 학교 과학수업에 학생들이 직접 측정한 값을 처리하는 활동뿐

만 아니라 주어진 자료집합을 측정의 본성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평가하여 결

론을 도출하는 활동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세 문항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측정의 필요성이나 대푯

값 선정, 자료집합의 비교에 대한 견해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분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즉, ‘반복측정의 필요성’ 문항과 ‘대푯값 선정’

문항에 대해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학생의 비율이 약 절

반 정도였고, ‘자료집합의 비교’ 문항에서는 20% 정도의 학생들만이 측정값의 분포

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반복측정 후 대푯값을 선정하는 과정

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자료집합의 비교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측정값의 분포와 같은 측정의 본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두 팀의 평균이나 개개의 측정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팀의 결

과는 다르다.
80(69.6)

2 두 팀의 측정 조건과 방법이 같기 때문에 두 팀의 결과도 같다. 6(5.2)

계 86(74.8)

집합

3
오차를 감안하면 두 팀의 평균이나 개개의 측정값들이 비슷하므로 두

팀의 결과는 같다.
22(19.1)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3(2.6)

계 25(21.7)

분류불가 4(3.5)

합계 115(100)

<표 Ⅳ-5> 자료집합의 비교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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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학에서의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1)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이 문항(1번)은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 과학에서만 정확

한 측정이 가능한지, 양쪽 모두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는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측정’의 의미를 설명하

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유형을 <표 Ⅳ-6>에 제시하였다.

전체 학생의 77.8%가 점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에서는 일

상생활에서보다 성능이 좋은 도구로 측정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유형 1)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과학 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측정값은 대략적으로

표현되며 오차가 있다’(유형 6) 등의 집합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지

닌 학생은 17.9%에 불과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측정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상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56.4%), ‘오차 없이 숫

자가 딱 떨어지게 측정하는 것’(33.3%)처럼 오차의 발생 여부를 정확한 측정의 기

준으로 생각하였다. 즉, 학생들은 오차가 없는 측정을 정확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였

으며, 그 중 다수가 측정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학에서는 오차

없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서는 성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응답으로 미루어볼 때, 측정 도구나

측정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선행연구(서정아, 2002; 양일호와 김후선, 2004)에 따르면 학생들은 측정 도구의

문제나 측정자의 능력 부족을 측정 오차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측정 도구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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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측정 능력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신의 측정 능력을 불신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들은 과학

자를 비상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과 비교하여 더 나은 존재로 평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난주, 2006). 따라서 학생들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측정 활

동과 자신의 개인적인 측정 경험을 비교하여 단순히 과학에서는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지닌 과학자들이 성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뿐, 측정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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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과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보다 성능이 좋은 도구로 측정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38(32.5)

2
일상생활에 과학이 적용되므로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3(11.1)

3
과학에서는 실험 등의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과학적 지식이 있으므

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7(6.0)

4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7(6.0)

5
과학에서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은 오차가 있다.
4(3.4)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22(18.8)

계 91(77.8)

집합

6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측정값은 대략적으로 표현되며 오차

가 있다.
11(9.4)

7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3(2.6)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7(6.0)

계 21(17.9)

분류불가 5(4.3)

합계 117(100)

<표 Ⅳ-6>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7)

2) 참값의 측정

과학에서 참값의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

(7번)에서는, 과학자들이 많은 돈과 최신 장비로 지구 자기장의 참값을 얻는 실험을

계획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도 지구 자기장의 참값을 절대 얻을 수 없는지를 선택

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Ⅳ-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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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의 37.9%가 점 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에는 ‘과학이 발전하

거나 좋은 도구를 만든다면 참값을 측정할 수 있다’(유형 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문항에서 과학에서는 성능이 좋은 도구로 측정

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과 유사하게 과학에

서의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0.5%의 학생들은

집합 패러다임에 속하였으며 ‘측정값은 대략적이며 반드시 오차가 있으므로 참값을

측정할 수 없다’(유형 3) 등의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문항은 참값

의 측정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지구 자기장이 변한다’와 같이

측정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견해만을 드러낸 응답은 분류불가로 분류하였다.

집합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이 점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값이 본질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오

차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응답(유형 3)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다른 문항들에서

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잘 이해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순히 참값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 과학

수업에서 자신의 측정값에서 오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참값은 실제로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이상적인 값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쉽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정아(200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나 도구의 문제 때문에 측정값이 참값과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생각은 측정 능력의 제고나 측정 도구의 개선을 통해 참값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측정 조건을 개선하더라도 참

값의 측정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학생들은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학에

서 이루어지는 측정의 정확성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도구

나 측정자의 능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인적인 측정 경험과 과학에서의 측정에 대

한 피상적인 인식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의 형성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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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측정 과정

에서 측정의 본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절한 측정 경

험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측정에도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 응답 유형 명(%)

점

1
과학이 발전하거나 좋은 도구를 만든다면 참값을 측정할 수

있다.
32(27.6)

2 계속해서 실험하거나 연구하다보면 참값을 측정할 수 있다. 4(3.4)

점 패러다임 기타 응답 8(6.9)

계 44(37.9)

집합

3
측정값은 대략적이며 반드시 오차가 있으므로 참값을 측정할

수 없다.
25(21.6)

4
아무리 성능이 좋은 도구도 한계가 있으므로 참값을 측정할

수 없다.
10(8.6)

5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값을 측정할 수 없다. 4(3.4)

집합 패러다임 기타 응답 8(6.9)

계 47(40.5)

분류불가 25(21.6)

합계 116(100)

<표 Ⅳ-7> 참값의 측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N=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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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의 특징을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측정 장비나 대상 등 측정 상황의 차이에 따

라 일관된 인식론적 견해를 지니지 못하였으며, 반복측정의 필요성, 대푯값 선정,

자료집합의 비교에 대한 견해의 바탕이 되는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

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에서는 성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측정의 본

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

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측정의 불확실성

과 이에 따른 측정의 오차, 반복측정의 필요성 등과 같은 측정의 본성에 대한 내용

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측정 활동에 내포된 의

미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초등학생

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 측정의 본성과 연관 지어서 반복측정 후 자료를

처리하거나, 주어진 자료집합을 비교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등의 활동을 포함

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부터 측정의 본성에 대

한 이해를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하도록 하려면 단순히

학생들의 측정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측정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

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학생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교수 내용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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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들이 측정 장비나 대상의 특성에 관계없이 측정의 불확실한 본성 때문

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동일한 측정 대상을 서로 다른 장비로 측정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결

과에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 후, 이를 측정의 본성과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측정값의 분포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을 통해 측정값에 변

동이 생기는 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소집단별로 측정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해보는 기

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학급 전체를 대상

으로 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측정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

하지 못하고 과학에서의 측정의 정확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교

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학에서의 전문적인 측정 활동을 통해

얻은 측정값도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측정의 본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들이 측정의 본성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론적 견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직 초등교사들의 측정의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를 조사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진행에 따라

측정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학교 과학수업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측정 지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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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Students' Epistemological Views on the

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

Kim, Yo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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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lementary students' epistemological views on

the 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 The Views About Scientific

Measurement (Ibrahim, 2005) was administered to 117 sixth graders. The

analyses of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n inconsistency in their

epistemological views depending on the contexts of the measurement. They

also had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 distribution of the data, whi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repeating measurements, choosing a

best representative value, and comparing data sets. They were found to have

some naive views on scientific measurement which influenced negatively for

fostering modern epistemological views on the 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

should be emphasized explicitly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an effective

method which improves elementary students' epistemological views on the

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 als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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