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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통해 화학 전지에 대한 개념 이해를 분
자적 수준의 미시적 관점에서 화학 평형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극을 전해질에 담그자마자
전극의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과 금속 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과 화학 전지의 화학 평형 상태를 고르
는 것에 대한 이해는 높았다. 그러나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미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
을 겪고 있어, 화학 전지에서의 전위차 발생, 전자의 흐름, 반쪽 전지의 전위 측정,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사이의 전지 전위
값 계산하기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주제어: 화학 전지, 전기화학 평형, 화학 평형, 미시적 관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derstandings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conception
of chemical cell in relation to chemical equilibrium from the microscopic viewpoint at molecular level through questionnaires
and follow-up interviews. The results show that they have high understandings on the chemical equilibrium states in the electrochemical cell and on the redox reaction taking place simultaneously when a metal electrode is immersed in the metal ion
solution. However, they do not fully comprehend the development of electrical potential difference, electron movement, electrode potential measurement in the half-cells, and calculation of the net cell voltage between anode and cathode in the chemical cell because of difficulties in the microscopic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on the interface at the electrode and the
electrolyte solution.
Key words: Chemical cell, Electrochemical equilibrium, Chemical equilibrium, Microscopic viewpoint

서

론

조사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다른 수준이지만 공통적

노트북과 핸드폰, mp3 등 우리 주변의 많은 전자기기들
이 화학 전지로 작동하게 되면서 화학 전지는 인류의 일
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화학 전지는
물리와 화학 교육과정 모두에서 중요하며 학생들은 볼타

인 오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2 그동안 진
행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
는 화학 전지와 관련된 오개념에 대한 연구였다면, 최근
의 연구들은 오개념의 원인을 밝히거나 이를 개선하기

전지와 다니엘 전지로부터 화학 전지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화학 전지와 관련한 전기화학 개념들이 추
상적이고 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화학 전지와 관련된 오개념으로 교과서의 진술 방식과
모호한 상황 설명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개념 이해를 더
어렵게 하거나 개념상의 혼돈을 유발하기도 하며, 화학

이에 전기화학 분야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오개념을

전지와 관련한 개념이 화학 전지에서 전위차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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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원리가 분자 수준의 미시적 관점으로 다루어지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

지 않고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반응성에 기초한 산화환
원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이 화학 전지의 이해를 더 어렵

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과서들도21,22
기존 교과서의 설명 방식과 유사하며 화학 평형과 화학

게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3-5 화학 전지는 우리 나

전지 개념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

라 화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고

들은 여전히 화학 전지의 중요 개념들을 이해하기에 어

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화학 Ⅱ의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
고 있어 화학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화학 전지에 대한 이
해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화학 전지 개념의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 전지를 비롯한 전기화학 분
야의 이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화학 전지와 관련된 개념의 이해 정도를 미시적

고 있다.

관점으로 분석해보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화학 전지는 볼타 전지로 도입
되어 볼타 전지를 구성하는 전해질(산)과 전극으로 사용
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해 전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교과서들은 볼타 전지에서 전류를 얻을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시기

수 있는 것이 두 전극의 전위차 때문이며 전극마다 고유
의 전위가 있고 금속마다 그 전위가 모두 다르다고 설명
하고 있으나 전위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13-19 그러나 전기화학 분야의 개념 이해를 향상

이번 연구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과학 또는 과학영재
고등학교 3개교 1, 2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
구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시키기 위하여 화학 전지에서 전류의 기원이 되는 전극
전위에 대한 설명을 도입하여 전해질 용액과 전극의 계
면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3-4 교과서의 설명 방식과

연구절차 및 검사도구
선행 연구1에 기초하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화학 전

그림의 제시가 열역학과 반응 속도와 연계되어 좀더 구
체적이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5 현재의 서술 방식은 교사
들과 학생들이 볼타 전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
록 하나 전류의 기원이 되는 전위차의 형성과 전극 전위
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전
기화학 개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3-5 결
국 화학 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두 전극을 전해질
용액에 넣었을 때 미시적으로 각 전극과 전해질 용액의
양이온 사이에 화학 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서로 전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두 전극의 상
호작용의 차이가 전위의 차이로 나타나 전기장이 형성되
며 이를 통해 전류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1,3-5
2009개정 교육과정의 화학 II에서도 ‘화학 평형’ 부분에
화학 전지를 구성하여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기적 상
호작용을 화학 평형의 개념과 연계하여 화학 전지를 설
명하도록 하고 있다.20 이는 화학 평형의 개념과 연계하여
전기화학 분야를 다룸으로써 화학 전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나 일반화학 교과서들이 전위의 기원, 화학 전지에서 두
전극 사이의 전압 측정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전극의 전위값으로 제시되는 표준 환원 전위 Eo 가
관습적으로 환원되는 방향으로 쓰기는 하나 평형 상태의
값이므로 평형 반응을 반대로 쓰더라고 표준 환원 전위

지에 관련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학 전지에서 학생
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개념을 포함하여 화학 전지에
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미시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과 화학 전지에서의 화학 평형 개념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사용할 문항은 과
학 교육 전문가와 화학 교사 7명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
로 수정 보완하였다. 화학 교사들은 과학고등학교 또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화학 교사 5명과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화학 교사 2명, 화학 전문가 1명, 화
학 전공 박사 과정 1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을 진행하여 화학 전지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반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항은 총 13가지로 대부분 그
림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연구 결과 및 논의
화학 전지는 두 전극과 전해질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
으로 금속 전극을 전해질 용액에 담갔을 때 발생하는 전
위차에 의해 전류가 발생한다.1,3-5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전극을 전해질 용액에 넣었을 때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서 일어나는 미시적 화학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 금속을
그 금속 이온을 포함한 용액에 담그게 되면 금속 이온이
금속에 부딪혀서 전자를 얻어 금속 원자로 환원되는 반
응과 금속이 전자를 잃고 금속 이온으로 산화되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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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tents
1. Which of the following reactions occur immediately after a zinc metal is immersed into a solution of ZnSO4(aq)?
2. Is it possible to measure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copper strip and the solution containing copper ions as shown in this figure?
And why do you choose one of the alternatives?
3. Which of the following figures requires represents the polarity(the separ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at each metal/solution interface) of each electrode correctly for the Daniel cell?
4. In which of the setups above is/are the galvanic cell/cells at chemical equilibrium?
5. Which is the cathode in the galvanic cell? And why do you choose one of the alternatives?
6. Which one(s) of the figures below represent correctly the direction movement during the passage of current in a galvanic cell?
7. What is the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of the Ni|Ni2+ half cell at 25 oC knowing that the Standard Gibbs Free Energy of the Cell below is
−113870J?
(E°(Cu2+|Cu)=0.34V F=96500C/mol), Ni|Ni2+(1M)||Cu2+(1M)|Cu
8. Which one of the following values is equal to the value of E°(Cu2+|Cu)? (E°(Cu|Cu+)= −0.521 V, E(Cu2+|Cu)=0.337 V)
9. Which is the potential of the cell given below at 25 oC?
Zn|Zn2+(1M)||Cd2+(1M)|Cd
(E°(Zn2+|Zn)= −0.76 V, E°(Cd2+|Cd)= −0.40 V)
10−12. Which of the statement below is true?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potential of an half-cell without coupling it with another one (with
a standard half-cell), The potential of the standard hydrogen is in the middle of the activity series for metals, In galvanic cells, the electrode with the higher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is always cathode.)
13. What is the most difficult concept to comprehend in the electrochemistry?

도 있었으며 정답을 제시한 경우에도 이들의 이해를 구
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미시적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답을 고르거나 금속의 산화만 일어난다
고 답한 학생들 중에서 예시를 구리 금속을 구리 이온을
포함한 전해질에 담근 경우로 바꾸어 제시하였을 경우에,
금속의 산화 반응과 전해질에 있는 금속 이온의 환원 반

Fig. 1. Answer for Question 1(Which of the following reactions
occur immediately after a zinc metal is immersed into a solution
of ZnSO4(aq)?).

응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
생들이 전기화학의 반응을 금속의 반응성에 기초하여 개
념을 배우고 있어 반응성이 큰 아연의 경우와 반응성이
작은 구리의 경우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개념상의 혼
돈을 가지고 있었다.
T: 구리 금속을 황산구리용액에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A: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며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량의 전하 이동이 생기게 되고 금속과 용
액의 계면 사이에는 전기 이중층이 형성된다(금속이 약

T: 왜 그럴까요?

간의 전하를 얻게되고, 용액은 금속과 반대의 전하를 얻
게된다). 이 과정이 모든 금속 전위의 기원이 되며, 이 때
의 평형 상태를 전기화학 평형(electochemical equilibrium)

이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학 전지의 경우 설명

이라 부른다.1,4
이 반응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연
금속을 아연 이온을 포함한 전해질에 담갔을 때 일어나
는 반응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연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
과 아연 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둘 다 일어난다는 것을
대다수의 학생들(71.0%)이 알고 있었다(Fig. 1).
아연 금속의 산화만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경우(15.2%)
2012, Vol. 56, No. 6

A: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학생 사후 인터뷰 중에서)

의 편의를 위해 산을 전해질로 다루는 경우만을 제시하
고 있고 금속의 반응성이 수소와 비교하여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화학 전지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개념상의 오류라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화학 교사들에게도 발견되었는데 워
크샵에 참여한 화학 교사들 중에도 산화와 환원 모두 일
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반응
을 미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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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사 C: 이 문제는 좀 위험하네요. 제가 전에도 물
어본 것 같은데 같은 종류의 금속과 이온 사이에는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화학 I 금속의 반응성 단원에서 가르치
는데... 제가 금속 수용액과 금속판으로 전지가 아닌 상태
에서 실험을 해봐도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반응 속
도가 느려서 그런가요?
면담자: 이 문항은 분자적 수준의 미시적 관점으로 실제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이 두 반응이 매우 빠르게 전기 화학 평형에 도
달하고 소량의 전하 이동이 생기므로 거시적 관점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Fig. 2. Answer for Question 2 (Is it possible to measure difference between the copper strip and the solution containing copper
ions as shown in this figure?).

(전문가 워크샵 중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전지를 금속과 전해질 용액
사이의 산화와 환원 반응에 의한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고 전해질 용액과 금속 전극의 계면에서 일
어나는 미시적인 입자간 상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
다.5,13-19 이렇게 갈바니 전지를 가르칠 때 각 반쪽 전지에
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에 초점을 두어 가르치는 것
이 화학 전지 시스템의 옳은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
므로,3 학생들은 전류가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생

Fig. 3. Reason for Question 2.

긴다는 전류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 구리 이온 사이의 전기 이중층 사이의 전압으로 두 전
기 이중층 사이의 전압일 뿐이다.

미시적으로 두 전극을 이루는 금속 입자들과 용액 중의
양이온 사이에서 화학 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서로 상호
작용이 일어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5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들에서 화학 전지가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
어나므로 하나의 반쪽 전지의 전위만을 측정할 수는 없
으며, 전위의 기준이 필요하여 수소 전극이 필요한 것으
로 배우고 있다.13-19 그러나 갈바니 전지에서 두 전극은
각각 전해질 용액과 전기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각각의 계면에 전기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이 형성
되어 이 두 전기 이중층 사이의 전압 만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한쪽 반쪽 전지가 표준 수소 전극이 되어 변
하지 않는 값을 가질 때에 표준 수소 전극과 연결된 반쪽
전지의 전위를 측정할 수 있다.1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이
유를 배우지 않고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산화 환원이 동
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반쪽 전지 만의 전위를 측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우고 있다.13-19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은 Fig. 2와 같이 반쪽 전지의 전
위를 측정하기 위한 상황의 그림을 주고(하나의 반쪽 전
지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금속선을 담근 경우) 반쪽 전
지의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 물은 결과 44.7%의 학생
들이 다음의 장치를 이용하여 반쪽 전지의 전위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측정되는 전
압은 구리판과 구리 이온 사이의 전기 이중층과 금속선

학생들에게 Question 2에 대해 답한 이유를 물어본 결
과 반쪽 전지의 전위를 측정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이 장
치에서는 두 개의 전기 이중층 사이의 전압만을 측정할
수 있다)를 알고 있는 경우는 31.1%였으며,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29.2%) 하나
의 반쪽 전지의 전위를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양
전하와 음전하의 분리가 있을 때는 전위차를 측정할 수
있다(26.0%)고 인식하는 등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Fig. 3).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가
0 V로 기준이 되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반쪽 전지의 전위
를 측정한다고 배우지만, 수소 전극 없이 단지 하나의 반
쪽 전지의 전위만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Question 10,
59.4%)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수소 전극
의 개념은 배우고 있으나 왜 표준 수소 전극이 필요한지
의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하나의 반쪽 전지의 전위만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
이어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화학 전지의 전극과 전해
질 사이의 미시적 상호작용에 관해1,3,4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화학 전지의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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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 모든 금속이 서로 다른 표준 환원 전위를 갖게
되는 지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며, 화학 전지를 구성했을
때의 전류의 흐름 역시 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전극과 전해질 용액 사이의 상
호작용을 분자 수준으로 자세히 배우지 않고 전위차 발
생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접한 적이 없으므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하 이동과 전하 분리의 내용이
생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하 분리가 반대로 이루어
진다고 답한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반응성이 큰 아연
이 양이온인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는 것을 아연 전극이
(+)로, 구리가 전자를 얻어 환원되는 것을 (−)전하를 띄는
Fig. 4. Answer for Question 3. (Which of the following figures
requires represents the polarity (the separ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at each metal/solution interface) of each electrode correctly for the Daniel cell?).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T: 왜 5번이라고 생각하였나요?
S: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되려는 경향이 크잖아요.
T: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면 아연 전극이

리에 대해 물어보았다(Question 3). Question 3에서는 학생

(+)전하를, 구리 전극이 ()전하를 띠게 되나요?

들에게 교과서에서 친숙하게 제시되는 다니엘 전지를 보
고 각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하 분리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위의 화학 전지에서 전하가 분리되는 메커니즘은 다음

S: 아연이 이온으로 되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놓고,

과 같다. 금속 전극을 그 금속 이온을 포함한 전해질 용액
에 담그면,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과 전해질 속의 금속 이
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빠르게 평형에 도

위와 같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하 분리는 전위차이
를 쉽게 설명하고 화학 전지에서의 전자의 흐름을 이해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미
시적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하고 금속과 용액의 계면 사이에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아연은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
어난 상태로 전기화학 평형에 도달하여 금속판은 아연
원자가 산화하고 남긴 전자에 의해 (−)전하를 띠게 되고,
그 결과 용액 보다 더 낮은 전위를 갖게 된다. 구리는 아
연보다 이온으로 산화되려는 경향이 약하여 전해질 속
구리 이온의 일부가 환원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
주변 전해질이 (−)전하를 갖게 된다. 그 결과 구리는 전해
질용액보다 더 높은 전위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전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화학 전지의 두 전극과 전해질 용액 사이
의 화학 반응에 의한 전하 분리를 옳게 이해하고 있는 학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니까요.
(학생 사후 인터뷰 중에서)

는 Fig. 5 (Question 6)와 같이 화학 전지에서의 전류의 방
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다니엘 전지에서
의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32.6%
였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오개념인 전자가 전해질
용액이나 염다리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1,2,7,8,10
24.4%로 나타났다.
(+)전하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
위로 이동하며, (−)전하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
동한다. 따라서 화학전지에서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동하므로 산화전극(anode)
에서 환원전극(cathode)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생들은 18.9%정도였다. 전하 분리를 반대로 이해하거나
(29.8%), 두 전극의 전하 분리가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28.4%)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한쪽
반쪽 전지는 모두 (+)로 다른 반쪽 전지는 모두 (−)로 전하
분리가 일어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처럼9 15.6%의
학생들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전하 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전극과 전해질 용액 사이의
전기화학 평형을 이해하면 전극과 전해질 용액 사이의
전기화학 평형에서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 금속마다 모두
2012, Vol. 56, No. 6

Fig. 5. Answer for Question 6. (Which one(s) of the figures
below represent correctly the direction movement during the passage of current in a galvan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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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swer for Question 5 (Which is the cathode in the galvanic cell? And why do you choose one of the alternatives?).

염다리가 필요한 이유를 화학 전지의 두 반쪽 전지에서
전하의 차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만 배울 뿐 전자의 이
동에 대한 설명과 연계하여 접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염다리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화학 전지가 폐회로가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화학 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전극과 전해질 용액의 전기 화학 평
형에서 전극의 전위를 판단하고 이로부터 전류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화학 전지에서의 전류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 전지에서 전자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Question 5
(Fig. 6)에서도 알아 볼 수 있었는데, 화학 전지 그림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용하여 환원전극(cathode)를 옳
게 찾은 학생은 60.9%였다.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환원 전극을 옳게 찾은 학생들의

Fig. 7. Answer for Question 4 (In which of the setups above is/
are the galvanic cell/cells at chemical equilibrium?).

화학 전지에서 진행되는 각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반응
과 화학 평형의 개념을 제대로 연계하고 있는 지 알아보
기 위하여 화학 평형 상태(Chemical equilirium state)를 찾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산화전극
(anode)에서 환원전극(cathode)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아보도록 하였다(Fig. 7). a는 Fig. 4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
기 화학 평형 상태로 그림과 같이 저항이 매우 큰 전압계
를 연결하면 이 화학 전지의 기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b
는 전지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전기화학 평형 상

옳은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는 44.3%였으며, 환원 전극이
늘 양전하를 띠고 전자를 끌어당긴다(24.1%)고 생각하거
나 오른쪽에 있는 전극이 항상 환원전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11.3%)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화학 전지에서 표준

태에서 벗어나 전기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학
전지의 전압도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 화학 전지를 구성
하는 두 반쪽 전지의 반응이 모두 진행된 후에 모든 화학
종의 농도가 평형값에 도달하면 하면 화학 평형 상태가

환원 전위가 높은 전극이 항상 환원 전극이 된다(Question
12)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56.1%) 같은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여도 전해질의 농도를 다르게 하거나 다른 전극을

되며 전압이 0 V가 된다. 이 상태가 c로, 이 상태는 화학평
형 상태이면서 또한 전기화학 평형 상태이기도하다. 41.5%
의 학생들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 화학 전지를 옳게

사용하더라도 농도에 따라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
위의 발생으로부터 화학 전지의 근본 원리를 접하는 것
이 아니라 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반쪽 전지의 짝으로 구
성되며 이를 산을 이용한 전해질과의 반응성에 기초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화학 전지의 원리를 배우고 있어 다
양한 화학 전지의 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골랐으나 33.2%의 학생이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화학 평
형 상태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화학 전지를 접하기 전 화학 평형 단
원을 배우지만 화학 전지에서의 반응을 화학 평형 개념
에 연계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교적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화학 전지와 관련한 계
산 문제에 높은 정답률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전지의
전위를 계산하는 문제들을 제시하였으나(Question 7−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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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외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

는 경우 화학 전지의 일부분에 대한 것만 배우게 되어 전

여 과학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사후 인터뷰를 해본 결과

기화학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갖을 수 있다. 또한 화학

일반 고등학교에서 화학 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전지에서 두 반쪽 전지를 이용해 화학 전지를 구성하였

단원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것처럼,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을 때의 기전력을 이론적으로 배우나 대부분의 교과서에

1학년 말에 화학 전지를 접하며, 학년 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파트에 비해 가르치고 배우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하지 않으며, 전위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위의 발생, 전위의 차이, 화학 전지에서의 기전

서 실제로 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기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화학 전공인 학생

력 측정, 화학 전지에서의 전류의 흐름, 화학 전지의 전기

들 중에서 심화선택으로 분석화학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화학 반응과 이의 진행에 따른 화학 평형 상태, 화학 전지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3학년 때 개인적
필요에 의해 다시 화학 전지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서 학

에서 표준 수소 전극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들의 전기화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어지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기화학과 관련하여 이해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위를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
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표준 환원 전위가 평형
상태의 값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관습적으로

하기 힘든 개념에 대해서 자율 서술식으로 물은 결과 많
은 학생들이 전기화학 분야의 용어 자체가 어려우며, 산
화전극과 환원전극의 개념, 환원전극과 산화전극의 전위
값으로 기전력 계산하기, 전기화학과 깁스 자유에너지의

환원되는 방향으로 쓰기는 하나 하나의 평형 상태의 값
이므로 평형 반응을 반대로 쓰더라도 표준 환원 전위 값
이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것이라는 설명도 화학 전지 분
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연관, 네른스트식, 화학 평형과 화학 전지의 연관, 염다리
에서 전하 균형을 맞추는 원리, 화학 전지에서 전자의 이

이를 위해서는 화학 전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기화
학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개념에 대해 미리 인식하
고 화학 전지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하며, 더 나아가 화학 전지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화학

동 등 전기화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화학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
화학 전지 개념을 외워서 관련 문제를 풀고 있다고 답하
고 있었으며 외운 개념이 오래 가지 않아 화학 전지에 관
련된 부분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대답하였다.

는 전극와 전해질 사이의 전기화학 평형과정을 다루어야

반응에 대해 분자적 수준의 미시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위의 발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화학 전
지의 원리 전반에 이르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
전지에 대한 개념을 분자적 수준의 미시적 관점으로 분
석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전극을 전해질에 담그자마
자 전극의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과 금속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전극
과 전해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금속의 반응성에 기초하여
이해하여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제시하였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극을 전해질에 담그었을 때 일어나는 전기화학 평형에
서의 전하 분리와 표준 수소 전극이 필요한 이유, 화학 전
지에서의 전류의 흐름, 화학 전지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되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등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였다.
학생들이 금속의 반응성을 기초로 화학 전지를 이해하는
것이 화학 전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응성이 큰 금
속과 작은 금속으로 구성되는 화학 전지의 구성만 접하
2012, Vol. 56,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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