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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의 측정에 한 추론 유형 분석

A Study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Reasoning Types about Measurement

이은미∙김범기*

Lee, Eun Mi∙Kim, Beom-K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reasoning types in regards to
measurement and to get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The subjects were 197 middle school students and 200
high school students. The PMQ1 written instrument was used to explore students' ideas. Students' ideas about
measurement were classified in two types of point and set reasoning. The reasoning types distribution were  analyzed
by grade and measurement step such as data collection, data processing, and data comparison. Reasoning types
distribution by measurement step indicated that set reasoning type showed high figures in data processing, but point
reasoning type appeared in data collection, and data comparison. Set reasoning type increased significantly by grade
in data comparison. The majority of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true value of the measurand can not be determined.

Key words: measurement, reasoning types, point reasoning, set reasoning, uncertainty of measur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한국교원 학교

J Korea Assoc. Sci. Edu, Vol. 32, No. 2, pp. 293-305(2012. 4)

Ⅰ. 서 론

과학에서 탐구란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

고, 자신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증거를 토 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을 말한다(NRC, 1996;

NRC, 2000). 탐구는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을 세우고 모형의 지지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며, 실험 결과로부터 자

연을 설명하는 새로운 원리나 법칙을 제안하는 것이

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자연 세계에 한 과학적

설명이나 모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하는 과

정이 측정이며, 측정을 통해 얻어진 증거는 새롭게 발

견된 사실을 보증하거나 이미 옳다고 믿고 있는 원리

또는 법칙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증거로서 이러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

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재현성을 가지고 있고,

정 해야 하며, 자료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유의미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신광문 등, 2011). 또한 측정 자료

의 신뢰성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자료 수집과 자

료 처리, 자료가 해석되어지는 방법의 향을 받으므

로(Gott & Duggan, 1996),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질에 한 이해와 측정 자료가 가지고 있는 오

차나 불확실도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이재봉과 이

성묵, 2006). 자료의 오차와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측

정 결과를 해석할 때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자료를 모으고, 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과학 탐

구를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불확실성

에 한 인식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이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은 참값을 구할 수 있

는지에 한인식여부에따라점추론(point reasoning)

과 집합 추론(set reasoning)의 두 가지 추론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Lubben et al., 2001). Lubben

등(2001)은 점 추론과 집합 추론으로 분류하는 체계

가 측정 과정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다양하

고 복잡한 생각들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며, 이것은 실

험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점 추론에서 일관된

집합 추론으로 이끌어지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이 된다고 하 다. 점 추론은 측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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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참값을 얻을 수 있으며, 측정과정에서 오차는 0

으로 줄여 하나의 점과 같은 참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이고, 집합 추론은 측정과정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오차를 0으로 줄일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측정 결과는 단지 참값에 한 근사일 뿐이

라는 인식이다(Lubben et al., 2001; Pillay et al.,

2008: Buffler et al., 2009). 

참값은 완전한 측정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값으로,

본성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8).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양을 측정하여

눈금을 읽어서 얻은 측정값은 참값이 아니라 참값에

가까운 근사 값이라(양승갑 등, 2001) 제시하고 있고,

불확실한 상황에 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확

률통계학에서 참값을 추정할 때, 점 추정량에 의해 추

정된 하나의 값은 참값에 가깝기는 하지만 참값과 같

은 경우는 거의 없이 크고 작은 오차를 수반하므로,

참값이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을 추측하

는 구간추정이 보다 합리적이다(김원경, 2011)라고 제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과학 실험에

서 측정값을 읽을 때 참값이 포함될 거라 예상되는 구

간으로 읽어야 하며, 측정값에 한 이러한 집합 추론

적 인식은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측정자가 가져야 할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집합 추론

적 인식은, 측정에서 오차와 불확실도에 해 고려하

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실

험을 통해 적절한 증거를 모으는 데 실패하는 어려움

이 있었다(이재봉과 이성묵, 2006). 또한 점 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되풀

이 되는 값을 푯값으로 선택하고, 그래프를 추세선

이 아닌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그리고, 측정값들의 분

포를 보지 않고 1 1로 측정 자료를 비교하여

(Lubben et al., 2001), 신뢰할 수 없는 측정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측정에 한 인식 교육의 방향이, 측

정을 통해 참값은 본질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집합 추

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해

석할 때,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측정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반복 측정한 값

들의 푯값으로 평균을 구하고 표준편차로 불확실도

를 표현하는 수학적 과정에 한 학습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Buffler 등(2001)은 이러한 수학적인 절

차를 행하는 행동(action)의 측면과 측정 인식으로서

추론(reasoning)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패러다임

(paradigm)이라 하 으며, 측정에 한 교육 목적의

성공여부는 추론과 행동의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집합

패러다임으로 얼마나 일관성 있고 탄탄하게 고정되어

지는가에 판단된다고 하 다. Buffler 등(2001)은 측

정에 한 교육의 목적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

다.

측정은 외국 여러 나라의 과학 교육과정에서 증거

의 획득 과정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봉우,

2005)로, 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여러 주에서는

반복적으로 측정을 수행하게 하고, 측정에서 나타나

는 오차에 한 이해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

각하게 함(이봉우와 김희경, 2007)으로써, 탐구과정

에서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을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 미국 AAAS(1993)에서는 반복 측정과 오차

해석 그리고 측정의 불확실성을 제시하여 측정 과정

에서 작용하는 집합 추론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고, 국의 경우 GCE A-Level의 실험과 조사

역의 평가 목표에서 측정값들의 가장 근사적인 범

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의 정

확성과 정 성을 고려한 자료의 질에 하여 강조하

고 있다(CIE, 2010). 이들 또한 측정의 집합 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반복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오차 해석과 측정의 정확

성과 정 성을 고려하는 자료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탐구활동에서 불확실도 개념이 타당하고 신

뢰로운 증거를 수집하는데 향을 미치지만, 국내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에 한 교육이 미흡한

현실이다(이재봉과 이성묵, 2006). 측정과 관련하여

반복 측정, 반복 측정 후 결과 값의 처리, 오차의 원

인, 측정의 불확실성 등에 한 내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 자체에 한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서정아, 2002), 과학 교육과정에서 자

료 처리에 한 평균값 계산과 반복 측정에 한 안내

가 일부 제시되어 있을 뿐, 오차와 불확실도를 학습하

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는 문제

점이 있다(이봉우 등, 2007). 

실제 학생들이 측정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식을 조사

한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인식들이 부족하다고 지적

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측정이론에

관한 조사에서 과반수 학생들이 반복 측정이나 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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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선정 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서정아, 2002), 학

생들도 측정 자료가 가지는 불확실도에 한 개념의

결핍으로 적절한 증거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봉과 이성묵, 2006). 오차와 불확실도에 한 배

경지식이 부족하고,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며, 잘 몰라

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도 많았다(신광문 등, 2011). 외국의 경우에서도 학생

들은 반복 측정하는 이유, 측정값 처리와 변칙 자료에

해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었고(Lubben & Millar,

1996), 반복 측정의 필요성과 측정값들의 흩어짐에

한 생각이 측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측정의 정확성과 정 성을 구별하지 못하 다(Allie

et al., 1998). 이는 학생들이 오차와 불확실도를 고려

하여 자료를 얻고 해석하는데 한 안내가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가지는 불확

실도 개념에 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이재봉,

2006)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의 본성에 한 이해

는 단순히 측정 경험의 증가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측정 경험과 더불어 측정의 본성에 한 보다

직접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양일호 등, 2009). 

측정에 한 인식 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에

서, 점 추론 유형을 보인 학생이 반복 측정과 오차인

식을 목적으로 한 교수법을 통하여 집합 추론 유형으

로 변화됨을 보여 주었고(장정화, 2004), 실험 입문

과정에서 측정 불확도 표현지침인 GUM(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ntainty in Measurement)

을 안내한 경우, 학생들이 측정의 불확실성을 효과적

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illay et al., 2008). 또한 측정 개념을 가르

치기 위해 개발한 실험수업 모듈을 적용한 수업이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다고 하 다(박종찬 등, 2009). 이러한 측정

에 한 인식 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에서와

같이, 측정에 한 교수 전략의 효과를 보기 위해

교수 전략이나 수업 모듈을 적용하기 전의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측정에 한 인식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측정과정에서 작

용하는 반복 측정, 반복 측정 후 결과 값의 처리,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

들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 단계로 나누

어, 각 측정 단계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생각을 점

추론과 집합 추론으로 분류하여,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포와 학년별 집합 추론 유형의 차이를 분석

하 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나타난 추론 유형을 분석하여

각 측정 단계에 나타난 추론 유형과 비교하 다. 이에

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비교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중∙고등학생들의 측정에 한 추론 유형은 어떠

한가? 

2) 중∙고등학생들의 집합 추론 유형은 학년별로 어

떠한가?

3) 측정을 통하여 참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한 점

중∙고등학생들의 측정에 한 추론 유형 분석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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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과 집합 추론 유형 분포 및 학년별 추론 유형

분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및 절차

연구 상은 충청남도 D시 G중학교 학생 197명과

J고등학교 학생 200명으로, 모두 중∙고등학생 397

명이다(표1).

측정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Allie et al., 1998; Lubben et al., 2001; Buffler

et al., 2001)에서 개발된 측정에 한 인식 검사지

PMQ1(Physics Measurement Questionnaire 1)을

번안하 다. 번안한 검사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3인

과 석∙박사 과정의 과학교사 5인등과 협의하여 번안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지를 수합하여 부호화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문항

별 추론 유형을 결정한 후,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

포와 학년별 집합 추론 유형 분포를 조사 분석하 다. 

2. 검사 도구

측정에 한 인식 검사지 PMQ1은 눈금이 있는 미

터자로 거리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측정값을 구하여

이들의 푯값을 선정하고, 측정값들과 평균값이 다

른 두 개의 측정 결과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문항의 형태는 [그림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측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학

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질문에 한 여러 생각들 중 동의하는 의견

을 선택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

게 하는 형식이다. PMQ1의 문항은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의 측정 단계와 측정의 불확실성 항목

으로 구분되며,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2). 

검사지 형식이 측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검사에 응할 때,

앞 문항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수정할 우려가 있었

다. 이미 답변한 내용을 되돌아가서 수정하지 않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안내하 고, 검사 시간은

문항 당 답변시간을 3분으로 통일하여 교실 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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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고등학교 학년별 연구 상 학생 수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명)
7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 수(명)
100 97 100 100

397
197 200

표 2
PMQ1의 세부 문항 구성 및 문항 내용

항목 세부 내용 문항 내용 문항번호

측정
단계

자료 수집
(5문항)

측정값 인식(3문항)

눈금선 값 1

눈금사이 값 3

디지털 값 10

반복측정 인식
(2문항)

반복 측정 여부1 2

반복 측정 여부2 4

자료 처리
(3문항)

푯값 인식(1문항) 푯값 선정 방법 5

평균 인식(2문항)
평균값 인식 6

평균 계산 후 측정값에 한 인식 7

자료 비교
(2문항)

자료비교 기준 인식(2문항)
평균이 같고 분산이 다른 두 자료 비교 8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같은 두 자료 비교 9

측정의 불확실성(1문항) 측정의 불확실성 인식 11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풀도록 하 다.

추론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틀은 선

행연구(Allie et al., 1998; Lubben et al., 2001;

Buffler et al., 2001)에서 PMQ1과 함께 개발된 부

호화된 분석틀을 사용하 다. 부호화된 분석틀은 학

생들의 응답에 나타난 생각들과 서로 일치하는 추론

유형을 점 추론과 집합 추론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추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

로 사용하 다.

3. 자료 분석

학생들의 응답에 나타난 추론 유형은 부호화된 분

석틀을 기준으로 점 추론과 집합 추론의 두 가지 추론

유형으로 결정하 다. 추론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눈금선 값에 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한 한 학생의 응답을 예시한 것이다.

이 예시 학생은 자의 눈금선 436mm에 있는 값에

하여, 거리 d는 략 436mm라고 생각하 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1mm씩 측정할 수 있는 자에 436mm에 표시되었다

해서 정확히 436mm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세 한

자를 이용하면 436.××mm일 것이다. 그러므로

략 436mm이다.

학생이 서술한 내용은 [그림 3]의 부호화된 분석틀

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 추론 유형을 결정하 다.

이 예시 학생의 답변은 부호화된 분석틀 B13 코드의

‘좀 더 세 한/작은 눈금 간격이 필요하다. 자의 눈금

간격이 너무 크다’는 내용과 일치 하므로, 이 학생의

추론 유형은 점 추론으로 하 다.

추론 유형 결정 과정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석∙박사 과정의 과학교사 7인이 부호화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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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눈금선 값 문항에 한 응답 예시

< 문제 1 > 

높이 h = 90mm 일 때, 거리 d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실험 후, 공이 떨어진 지점과 책상사이의

거리 d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를 어 놓은 모습입니다.

거리 d 값에 한 의견들 중, 가장 동의하는 것에 ○를 하시오.

거리d는 정확
하게 436mm
라고 생각해.

거리d는 략
436mm 라고
생각해.

나는 너희들 누
구의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아.

거리d는 435.5mm
와 436.5mm사이라
고 생각해.

거리d는 435mm
와 437mm사이
라고 생각해.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mm씩 측정할 수 있는 자에 436mm에 표시 되었다고 해서 정확히 436mm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세 한 자

를 이용하면 436.xxmm일 것이다. 그러므로 략 436mm이다.

바닥에 공이 떨어진 지점

A

A B C D E

B C D E



다. 응답 내용이 분석틀에 포함되지 않거나, 학생들

의 응답으로 추론 유형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석∙박사 과정의 과학교사 7

인과 3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추론 유형을 결정하

다. 각 문항별로 결정된 추론 유형은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의 측정 단계로 나누어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포를 분석하 고, 학년에 따른 추론 유형

의 차이를 비교하 다. 

학년별 추론 유형 분포는 측정 단계별로 분석하

다. 각 측정 단계의 추론 유형 분포는 측정 단계별 해

당하는 문항들에 나타난 학생들의 추론 유형의 평균

빈도수로 나타냈으며, 학년에 따른 추론 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하

다. 학년별 차이를 비교할 때, 점 추론과 집합 추론

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므로 집합 추론의 빈도만을

서로 비교하 다. 그리고 측정을 통해 참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한 추론 유형 분포와 학년별 추론 유형 분

포 차이를 분석하여, 측정 단계별로 나타난 추론 유형

분포와 비교 분석하 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학

년별 추론 유형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 또한

χ2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포

학생들의 측정에 한 추론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포는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 처리 단계에서 집합 추론

유형이 높게 나타났고, 자료 수집과 자료 비교 단계에

서 점 추론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과반수 학생들이 측정을 통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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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학교 물리

물리측정질문지1   부호화된 분석틀

눈금선 값 문항/1

코드 점/집합 내용

N00 - 무응답

U00 - 응답을 코드화할 수 없음

A 정확하게 436mm이다. 왜냐하면 …

A00 - (이유 없음) 

A01 - (응답한 이유로 코드화할 수 없음) 

A10 점 추론 점의 크기 때문에

A11 점 추론 공은 정확하게 436mm를 이동했다

A12 점 추론 점이 436mm 눈금 선에 정확하게 있다

A13 점 추론 거리는 눈금자로 쉽게 측정 된다/보여 진다/관찰된다. 

A20 점 추론 측정은 정확하다

A41 점 추론 완벽한 상황에서 반복측정하면 정확히 같은 거리가 측정 된다

B 략 436mm이다. 왜냐하면 …

B00 - (이유 없음) 

B01 - (응답한 이유로 코드화할 수 없음) 

B10 점 추론 점의 크기 때문에. 

B11 점 추론 공의 크기/모양/운동 때문에

B12 점 추론 점이 눈금 위에 정확하게 있지 않다

B13 점 추론 좀 더 세 한/작은 눈금 간격이 필요하다. 자의 눈금간격이 너무 크다

B14 집합추론 오차가 있으므로 어림 읽기로 판단해야한다

B15 점 추론 더 좋은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

그림 3 눈금선 값 문항의 부호화된 분석틀 예시(Allie et al., 1998; Lubben et al., 2001; Buffler et al., 2001)



있다고 인식하고, 그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 반복 측

정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더 좋은 측정 결과를 볼

때 측정값들이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평균값의 일치

여부로 측정 결과를 판단하 다. 자료를 처리하는 단

계에서는 과반수 학생들이 푯값으로 평균값을 선택

하 으나 평균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며 평균값을 구

한 후 다시 측정하 을 때 어떤 값이든 나올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 단계별 나타난 학생들의 생각들과 분석한

추론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단계에서 추론 유형

자료 수집 단계는 측정값에 한 인식과 반복 측정

에 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측정값에 한

인식에서 측정값을 정확한 값으로 여기는 점 추론 유

형이 55.7%,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합 추론 유형이 35.0%로 나타났다. 점 추론 유형을

보인 학생들은 측정값을 정확하게 436mm 라고 답하

고, 측정값을 략적인 값이나 구간의 값이라 답하더

라도 그 이유가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바

탕이 되어 있는 경우 다. 략적인 값이나 구간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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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 단계별 세부 문항에 한 추론 유형 분포

측정 단계 세부 내용 문항 내용
점 추론

학생 수(%) 
집합 추론
학생 수(%)

불확실
학생 수(%)

자료 수집

측정값 인식

눈금선 값 247(62.2) 133(33.5) 17( 4.3)

눈금사이 값 244(61.5) 95(23.9) 58(14.6)

디지털 값 172(43.3) 189(47.6) 36( 9.1)

측정값 인식에 한 평균(%) (55.7) (35.0) ( 9.3)

반복측정 인식
반복 측정 여부1 290(73.0) 99(24.9) 8( 2.0)

반복 측정 여부2 313(78.8) 80(20.2) 4( 1.0)

반복측정 인식에 한 평균(%) (75.9) (22.6) ( 1.5)

자료 수집에 한 평균(%) (63.8) (30.0) ( 6.2)

자료 처리

푯값 인식 푯값 선정 방법 157(39.5) 226(56.9) 14( 3.5)

평균 인식
평균값 인식 29( 7.3) 343(86.4) 25( 6.3)

평균 계산 후 측정값 인식 13( 3.3) 377(95.0) 7( 1.8)

평균 인식에 한 평균(%) ( 5.3) (90.7) ( 4.1)

자료 처리에 한 평균(%) (16.7) (79.4) ( 3.9)

자료 비교 비교 기준인식

평균이 같고 분산이
다른 두 자료 비교

187(47.1) 180(45.3) 30( 7.6)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같은 두
자료 비교

354(89.2) 16( 4.0) 27( 6.8)

자료 비교에 한 평균(%) (68.2) (24.7) ( 7.2)

그림 4 측정 단계별 점 추론과 집합 추론 유형 분포.



을 선택한 학생들의 부분은 정 한 실험 도구의 필

요성을 언급하 고, 실험 조건을 완벽하게 조성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또한, 집합 추론적 인식을 하는 학생들 부분은 측

정을 통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측정

값을 략적인 값으로 인식하거나 측정값을 읽을 때

오차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삿값으

로서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한 언급

은 7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8학년 이상의 학

생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학년

수학 교과의 근삿값과 오차 단원에서 오차의 한계에

한 이해와 근삿값에 한 참값의 범위를 구하는

내용(교육부, 1997a)에 한 학습의 향으로 생각

된다. 

반복 측정에 한 인식은 점 추론 유형이 75.9%, 집

합 추론 유형이 22.6%로 나타났다. 반복 측정을 할

것인지에 한 질문에서 부분의 학생들은 반복 측

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복 측정이

필요한 이유에 해 측정값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오

차 범위를 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집합 추론 유형에 비

해, 반복을 통해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거나

되풀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점 추론 유

형이 많았다. 반복하는 연습과정을 통해 측정이 완전

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중학교 1학

년 학생들 과반수가 반복 측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서정아(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

이다.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박종

찬 등(2009)의 연구에서도 반복 측정한 이유에 해

언급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반복 측정하

면 실험결과가 정확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실험결과

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실험 수업을 할 때 단지 반복 측정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알려 주

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값은 본성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복 측정이 푯값으로 평균을 구하기 위

한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자료 처리 단계에서 추론 유형

자료 처리 단계는 푯값 선정 방법과 평균에 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푯값 선정 방법에서

평균을 계산한 집합 추론 유형이 56.9%인 226명이었

으며, 평균값이 아닌 측정값들 중의 하나를 선택한 점

추론 유형이 39.5%인 157명이었다. 점 추론 유형에

해당하는 157명의 학생들 중 73.9%는 되풀이되어 나

타나는 최빈값을 선택하 고, 나머지 학생들이 측정

값들의 중앙값, 특정값 순으로 선택하 다(표4). 특정

값을 선택한 경우는 처음 시행에서 측정된 값이거나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값을 푯값으로 선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푯값으로 평균을 구한 학생들이 56.9%로 나타났

으나 자료 수집 단계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 반복 측

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2.6% 다. 이러한

차이는 푯값으로 평균을 구하는 학생들 일부가

푯값으로 평균을 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

계적으로 평균을 계산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

에게 실험 보고서 형식이 미리 제시되고, 제시된 보고

서에서 측정값을 기록하는 표의 형식이, 여러 번 측정

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가 많다. 

평균에 한 인식은 점 추론 유형이 5.3%, 집합 추

론 유형이 90.7%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거리 d의 정

확한 값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한 문항에서 86.4%의

학생들이 평균값을 정확한 값으로 볼 수 없다고 하

고, 평균을 구한 후 다시 측정하 을 때 95.0%의 학

생들은 평균값이 포함된 구간에 속한 값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값이든 나올 수 있다고 하 다. 

다수의 학생들이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

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료 수집에서 반복 측정하면 정

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한 응답과 서로 다른 결과

이다. 측정 단계에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일

관성 있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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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점 추론 유형 학생들의 푯값 선정 방법의 분포

구분
푯값 선정 방법

전체
최빈값 중앙값 특정값 기타

점 추론 유형 학생 수(%) 116(73.9) 27(17.2) 10(6.4) 4(2.5) 157(100)



3) 자료 비교 단계에서 추론 유형

자료 비교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두 조의 5회 측정

한 값과 이들의 평균값을 보고, 어느 조의 결과가 더

좋은지에 한 응답에서 나타난 추론 유형을 분석하

다. 두 조의 평균값의 일치 여부로 판단하는 점 추

론 유형은 68.2%이며, 두 조의 측정값들이 흩어진 정

도인 분산을 보고 자료를 비교하는 집합 추론적 인식

을 보인 학생들은 24.7%로 나타났다. 측정값들의 흩

어진 정도를 보는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낸 것으로, 학

생들은 측정값들의 흩어진 정도로 측정의 정 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측정에 한 이론 강의와 피드백을

통해서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이 측정값들의 퍼짐과

정확과 정 에 의한 자료 해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박종찬, 2009), 실험을 통해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료 수집이나 자료 처리와 같은 기술

적인 면은 향상이 되었으나 자료를 비교하는데 바탕

이 되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이해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Volkwyn et al., 2008)와 같은 맥

락으로 볼 때, 학생들은 측정결과를 판단할 때 측정값

들의 흩어진 정도를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균이 같고 측정값들의 분산이 다른 두 자료를 비

교하는 문항에서, 평균이 같으면 서로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점 추론 유형은 47.1%, 평균은 같지만 측정

값들의 분산이 다르므로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는 집

합 추론 유형은 45.3%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값들의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같은 두

자료를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평균이 다르므로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는 점 추론 유형이 89.2%, 평균은 다

르지만 측정값들의 분산이 같으므로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집합 추론 유형이 4.0%로 앞 문항에서 응답

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자료 비교 단계의 상황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묻는 두 문항에 나타난 학생들의

추론 유형의 분포 차이는, 측정값들의 흩어짐을 보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두

문항의 구성을 보면 평균이 같고 측정값들의 분산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는 문항에서는 측정 결과를 비

교하는 기준이 언급되어 있고 언급된 기준들 중 동의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인식 유형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났으나,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같은 측정값을 비

교하는 문항에서는 기준에 한 언급 없이 더 좋은 측

정 결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측정값들의 분산

에 해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의 생각들이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측정값들의 분포로부터 측정결과를

판단하는 것에 동의는 하되 그러한 인식이 내면화되

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로 생각된다.

2. 학년에 따른 집합 추론 유형 분포

학년별 추론 유형 분포는 측정 단계별로 분석하

다. 각 측정 단계의 추론 유형은 측정 단계내의 문항

들에서 분석한 추론 유형들의 평균 학생 수로 나타냈

으며, 각 측정 단계별 학년에 따른 추론 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검정을 하

다. 추론 유형이 불확실에 해당하는 학생 빈도수가

5이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χ2검정을 할 때 불확실에

해당하는 셀은 제외하 다. 학년별 추론 유형 분포 차

이는 자료 비교 단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측정 단계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7학년

과 8학년 사이와 10학년 11학년 사이인 학교 급 내에

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학년 비

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자료 비교 단계는, 7

학년과 8학년 사이 그리고 10학년과 11학년 사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집합 추

론 유형의 빈도만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집합 추론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년별 추론 유형 분포 차이의 유의미성

을 고려해 볼 때, 자료 비교 단계에서 중학생과 고등

학생들 사이의 집합 추론 유형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자료 비교와 관련된 내

용을 학습한 경험이, 집합 추론 유형이 증가하는데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과 표준편차와 관련하

여 수학교과의 7학년 확률과 통계단원에서 평균을 이

해하고 구하는 내용이 학습 목표로 제시 되어 있고(교

육부, 1997a), 10학년 수학교과의 산포도와 표준편차

단원에서 분산과 표준편차가 평균을 중심으로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것(교육부,

1997b)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이

학년에 따라 집합 추론 유형이 증가하는데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료 비교에서 측정값들의 흩

어짐을 보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50% 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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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산과 표준편차에 한 학습이 10학년에서 이루

어져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으로

푯값을 선정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값들의 분포를

파악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이러한 인

식들이 관련된 내용의 학습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측정에 한 교육의 효과를 보

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과학

실험수업에서 명시적인 안내는 물론 수학교과에서 배

운 측정과 관련된 내용들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3.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추론 유형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은 정확한 참값을 얻

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 추론 유형과 집합 추론

유형으로 구분된다. 추론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점 추론 유형이 24.2%, 집합 추론 유형이 73.3%로,

측정을 통해 정확한 참값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합 추론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표6). 그러나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집합 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

이 이루어져야 할 측정 과정에서, 자료 처리 단계에서

만 집합 추론 유형이 높았고, 자료 수집과 자료 비교

단계의 집합 추론 유형이 낮았다(그림4). 이는 학생들

이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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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 단계별 학교 급에 따른 추론 유형 분포

*p〈0.05, P: 점 추론, S: 집합 추론, U: 불확실.

측정 단계 추론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χ2

7,8학년(N=197) 10,11학년(N=200)

자료 수집
(5문항)

P 130 124
1.246

S 54 66

U 13 10

자료 처리
(3문항)

P 35 32
0.472

S 150 165

U 12 3

자료 비교
(2문항)

P 143 129
7.638*

S 36 63

U 18 8

전체

P 103 94
2.017

S 80 98

U 14 8

표 6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추론 유형 분포

항목 추론 유형 학생 수 (%)

측정의 불확실성

P 96(24.2)

S 291(73.3)

U 10( 2.5)

그림 5 측정 단계별 학년에 따른 집합 추론 유형 분포



하고 있으나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일

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하

여 추론 유형의 학년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에서는 전

체 학년과 7학년과 8학년 사이 그리고 10학년과 11학

년 사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생과 고등학생들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7). 

측정의 불확실성 개념은 측정 자료가 일정 정도의

변동이 있고,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수렴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자료 수집과 자료 처리, 자료 비교의 각 측

정 단계에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인식이다. 측정이 이

루어질 때 이러한 인식의 작용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과반수의 학생들이 측정이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

생들의 생각이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내면화되어 각 측정 단계에 일관성 있게 작

용함으로써 측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측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고등학생들

의 추론 유형을 분석하여 측정 인식에 한 학습의 필

요성을 찾고, 측정에 한 학습 자료의 내용과 방법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측정 단계를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로 나누어, 측정 단계별 추

론 유형 분포와 학년에 따라 나타난 집합 추론 유형의

분포 차이를 분석 하 고,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학

생들의 생각이 측정 단계에 일관성 있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은 자료 처리에서 집합 추론

유형이 높게 나타났고, 자료 수집과 자료 비교에서 낮

게 나타났다. 집합 추론 유형의 학년별 차이는 자료

비교 단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은 집합 추론적 유형이 많았으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은 측정을 통해 참값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동

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측정이 이루어지는 단

계에 일관성 있게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측

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

는 과정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단지 관련된 내용의 학

습 경험 유무에 따라 추론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학교 실험 수업에서 반복 측정

한 값들의 푯값으로 평균을 구하고 측정 결과에

한 오차를 해석하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

생들이 체로 경험하고 있으므로, 자료 처리와 측정

의 불확실성에 해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집합 추론

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집합 추론 유형

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 또한 관

련된 내용의 학습 경험이 추론 유형에 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 비교 단계에서 고

등학생들의 집합 추론 유형이 중학생들보다 높게 나

타난 결과는, 자료 비교와 관련된 평균과 표준편차에

하여 10학년 수학교과의 산포도와 표준편차 단원

에서 학습한 경험이, 측정값들을 비교하는데 이들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 결과는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해석하는

측정 과정에서 측정을 통해 참값을 얻을 수 없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이끌어진 것일 때 신뢰할 수 있다. 학

생들에게 실제 측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측정의 불

확실성에 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 수업

에서 참값과 근삿값, 오차, 측정값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같은 측정 관련 내용에 해,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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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학교 급별 추론 유형 분포

항목 추론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χ2

7,8학년(N=197) 10,11학년(N=200)

측정의 불확실성

P 48 48
0.008

S 144 147

U

P: 점 추론, S:집합 추론, U: 불확실

5 5



이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이러한 측정 관련 내용을 과

학 실험 상황에 잘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측정을 통해 참값은 본질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집합

추론적 인식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우선

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교사와 예비교사들에게 측정

인식에 한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지필검사지에 서술한 응답내용

을 부호화된 분류 틀에 제시된 기준만으로 추론유형

을 결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생각이 충분히 나타나

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측정의 본

성에 하여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면담을 통

한 학생들의 인식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측정 인식에 나타난

추론 유형을 분석하여 과학 교육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연구 상은 중학생 197명과 고등학생 200명으

로 하 다. 측정에 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검사지

PMQ1을 사용하 고, 검사지의 문항별 응답 내용은

부호화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점 추론과 집합 추론 유

형으로 분석하 다. 분석한 추론 유형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비교로 나누어 측정 단계별 추론 유

형 분포 및 학년별 집합 추론 유형 분포 차이를 분석

하 다. 또한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추론 유형 분석

을 통해 각 측정 단계별 나타난 추론 유형과 비교 분

석하 다. 측정 단계별 추론 유형 분포에서 집합 추론

유형은, 자료 처리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료 수집과

자료 비교에서 낮게 나타났다. 측정 단계별 학년에 따

른 집합 추론 유형 분포는 자료 비교 단계에서 중학생

들과 고등학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측

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은 집합 추론 유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측

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측정 단계에서 측정의 불확실성에 한 인식이 일관

성 있게 작용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측정에 한

직접적인 교수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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