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20, Vol. 64, No. 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doi.org/10.5012/jkcs.2020.64.1.19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화학 I 및 화학 II 교과서에서
산·염기 모델의 준미시적 표상에 대한 문제점 분석
,

,

박철용 · 원정애† * · 김성기‡ · 최 희§ · 백성혜# *
공주사대부설고등학교
†
대전광역시교육청
‡
광주과학고등학교
§
봉명고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접수 2019. 9. 1; 게재확정 2019. 11. 4)

Analysis of Problems in the Submicro Representations of Acid·Base Models
in Chemistry I and II Textbooks of the 2009 & 2015 Revised Curricula
Chul-Yong Park, Jeong-Ae Won†,*, Sungki Kim‡, Hee Choi§, and Seoung-Hey Paik#,*
Kongju National Universtiy High School, Gongju 32550, Korea.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aejeon 35239, Korea. *E-mail: manontroppo@korea.kr
‡
Gwangju Science Academy for the Gifted, Gwangju 61005, Korea.
§
Bongmyeong High School, Cheongju 28462, Korea.
#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28173, Korea.
*E-mail: shpaik@knue.ac.kr
(Received September 1, 2019; Accepted November 4, 2019)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 4종과 화학II 교과서 4종, 2015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 9종과
화학II 6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산·염기 모델에 관련된 표상을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표상의 문제점은 정의 표현의 문제
와 논리사고 표현의 문제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화학평형의 개념이 없어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에서는 브뢴스
테드-로우리 산·염기 정의에서 가역반응의 표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화학평형 개념이 포함된 2015 개정교육과정
의 화학I 교과서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사고 표현은 입자 종류 보존논리, 조합논리, 입자 수 보존논리, 비례논리
등이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화학I 교과서에서는 논리사고와 관련된 표상의 문제가 적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서는 논리사고와 관련된 표상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산·염기 모델에 관련된 교과서의 표상
들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화학 교과서, 산·염기 모델, 논리사고, 준미시적 수준

ABSTRACT. We analyzed the representations of acid-base models in 4 kinds of Chemistry I and 4 kinds of Chemistry II textbook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9 kinds of Chemistry I textbooks and 6 kinds of chemistry II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textbook were divided into the problems of definitions and the representations of the logical think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ack of the concept of chemical equilibrium had a problem with the
representation of reversible reactions in the definition of the Brønsted-Lowry model in the Chemistry I textbooks of 2009
revised curriculum, it also appeared to persist in Chemistry I textbooks of 2015 revised curriculum which contains the concept of chemical equilibrium. The representations of logical thinking were related to particle kinds of conservation logic, combinational logic, particle number conservation logic, and proportion logic. There were few problems related to representation
of logical thinking in Chemistry I textbook in 2009 revision curriculum, but more problems of representations related to logics are presented in Chemistry I textbooks in 2015 revision curriculum. Therefore, as the curriculum is revised, the representations of chemistry textbooks related to acid and base models need to be changed in a way that can help students'
understanding.
Key words: Chemistry textbook, Acid-base model, Logical thinking, Submi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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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학에서 사용하는 표상은 전통적으로 거시적, 준미시

논리, 입자들 간의 조합논리, 그리고 입자의 해리 및 재결
합되는 비율을 결정하는 비례논리 등의 사고를 요구한다.
이는 Roadrangka 등22이 제안한 논리사고 유형 중 보존논

적, 상징적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이 세 가지 다른 수준의

리, 조합논리, 비례논리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논리사

표상은 화학 교육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1−3
Kozma와 Russell4은 표상 능력의 발달 또는 한 표상을 다

고는 거시적 상황에서만 다루었으나, 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른 표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화학에서의 성공적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를 표현하는 준미시적 표상
에서 논리사고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염기

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화학 분야

반응에서 조합논리가 요구되는 것은 분해, 치환,23 혹은

의 전문가들은 거시적, 준미시적, 상징적 수준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화학을 해석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5

첨가24 등의 상황이다. 또한 산·염기 반응에서의 비례논리는

보편적으로 화학에서는 미시적 수준으로 거시적 실체를
설명한다.6,7 그러나 학생들은 미시세계를 관찰하기 어렵
기 때문에 화학을 배울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2 따라
서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거시적, 준미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비율로 공존할 수 있다

화학반응 전후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완전히 한 종류로만
는 사고에서 필요하다. 즉, 약산 또는 약염기의 경우 화학
평형에 도달하고 난 후, 정반응에 비하여 역반응이 우세
하므로 반응물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생성물이 낮은

경험, 모델 및 시각화를 구별하면서 서로 다른 척도로 상

비율로 존재한다.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서로 다른
비율로 공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반응은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
류와 개수가 보존된다. 이처럼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

징적 표상과 준미시적 표상의 연결을 형성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학생들은 화학 현상을 탐구하고, 모델링하고,
시각화 하는 다양한 차원을 경험하면서, 일관성 있고 통
합된 사고 모형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11

하지 않으며, 기존의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
되면서 새로운 물질의 특성이 발현된다는 사고는 물질의
종류 보존논리와 수 보존논리, 그리고 조합논리를 통하여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산·염기의 세기 개념을 학습하기 위

Ben-Zvi 등12은 학생들이 겪는 화학 학습의 어려움으로

해서는 다양한 입자에 대한 수량적 사고뿐만 아니라
100% 반응의 진행이 아닌, 일부만 반응이 진행된다는 비
례적 사고가 필요하다. 반응이 일부만 진행되는 것을 입자
표상으로 나타내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입자가 반응

적, 상징적 표상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화학에서 상징적 표상은 명시적 정
보와 암시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8−10 학생들은

거시적(현상적), 단일 원자(분자), 다중 원자(분자)의 세
가지 수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들은 단일 입자와 다중 입자의 모델링 수준을 구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준미시적 표상의 역할과 시각화가
중요하며,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표상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13 종종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모델들

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입자 수 보존 논리가 선행되어
야 한다. 산·염기의 세기 부분에서도 약산과 약염기의 개
념은 입자 수 보존 논리와 비례논리를 바탕으로 사고해
야 하므로 학생들이 학습할 때 개념 설명과 더불어 준미

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 가지 모델의 특성을 혼합한 ‘하이
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의 원인은 한 모델이 다른 모델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와 교수 상황에서 설명되지 않았

시적 수준의 표상의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
직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모델의 준
미시적 표상이 가지는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

기 때문이다.14,15 모델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16−21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모델은 전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인 산과

과정의 화학I, II 교과서에 제시된 산·염기 모델의 준미시
적 표상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산·염기 모델 이해에 어려
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2009

염기의 반응은 다양한 모델이 준미시적 표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레니우스 모델과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
이 대표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때 제시되는 준미시적 표상
에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는 보존되면서 서로 결합하거나

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리되는 비율이 강산과 강염기, 약산과 약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과
염기 반응을 표현하는 모델들은 학생들에게 입자의 보존

분석대상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
으로 화학I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산·염기 정의와 중화반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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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다루고, 화학II 교과서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산·염기의
세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
에서는 화학평형의 개념이 화학I 교과서로 이동하였고,
산·염기의 세기는 여전히 화학II 교과서에 남아 있다. 따
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에서는 브뢴스테
드-로우리 모델을 화학평형의 개념으로 제시하지 못하였
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졌다. 본

Figure 1. An example of meeting the Brønsted-Lowry Model of
strong acid.
25

연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화학I 교과서 9종25−33과
화학II 교과서 6종,34−39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화학I40−43
교과서와 화학II44−47 교과서 각 4종씩 총 23종의 교과서에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고의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가역반응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온

있는 산·염기 단원 중에서 공통적으로 준미시적 표상이

화하기 때문에 100% 이온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55라는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100% 이

제시되고 있는 산·염기 정의(화학I), 중화반응(화학I), 산·
염기의 세기(화학II)에 대한 준미시적 표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산·염기 정의에서는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다룰 때
준미시적 표상을 모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
석하였고, 중화반응과 산·염기의 세기에 대해서는 표상의
제시를 입자에 대한 논리사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델에 따른 표상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Furió-Más 등48이
제시한 개념모델(Conceptual model) 중 전해질 해리(Electrolytic
dissociation) 모델과 양성자 이동(Proton transfer) 모델에
근거하였다. 이때 전해질 해리 모델은 아레니우스 모델로
보았으며, 양성자 이동 모델을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로
분석하였다.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이 아레니우스 모델
과 구분되는 특징은 반응 생성물이 수소이온을 주고받아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역성과 반응 생성물이 짝
산, 짝염기로 반응물과 상보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
한 특징들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수소이온 주고
받게 정도에 따라 달라져, 강산과 물의 산·염기 반응의 경
우와 같이 생성물의 수소이온 주고받게 힘이 반응물의
수소이온 주고받게 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경
우 역반응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 수준의 여러 화학 교재49−52에서도 강산은 수용액에
서 해리하지 않고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강산은 수용액에
서 완전히 이온화하는 강전해질이며, 100% 이온화하는

온화라는 설명으로 인해 일방적인 정반응만 표시하는 것
이 정확하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산 또는 약염기는 수용액에서 일부 반응물이 물과 해
리하지 않거나(아레니우스 모델), 혹은 생성물이 역반응을
통하여 다시 반응물로 바뀌는 반응(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포함한다. 즉, 반응 후 100% 생성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로 해석할 경우 반드시
역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약산, 약염기의 경우에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에 따른 표상은 Fig. 2와 같이 양
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여 역반응을 나타내주며, 짝산-짝
염기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제시한 표상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은 아레니우스 모델과 달리 수
용액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물과의 반응이 아닌 강산과 약염기의 반응이 제
시된다. 이때 브뢴스테드-로우리의 모델에 따른 적합한
표상은 가역반응 및 짝산-짝염기의 상보적인 관계를 연
결할 수 있도록 생성물을 NH4+와 Cl-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이다(Fig. 3). 또한 수용액 속 강산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가역반응처럼 진행한다는 것을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입자에 대한 논리사고의 측면에서 준미시적 표상은 입자
종류 보존논리, 조합논리, 수 보존논리, 비례논리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종류 보존논리는
Fig. 4와 같은 표상을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이 그
림에서는 반응 전 비커의 수산화이온을 수소 입자 한 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53−55 교과서에 제시된 모델의 표상
에서도 가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반응만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브뢴스테
드-로우리의 모델에서는 물의 자동이온화의 개념이 중요
하며, 이를 고려할 때 물을 포함하는 모든 산·염기 반응은
Fig. 1과 같이 가역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산의 경우 100% 이온화를 가정하기
2020, Vol. 64,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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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중등학교에서 다
루는 산·염기 반응에서는 원자 보존의 개념보다는 화학
결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산
Figure 3. An example of meeting the Brønsted-Lowry Model of
non-aqueous solution.

화이온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반응 전과
후에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자 단위로 표시하는 것
보다는 한 입자로 표현하여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에 붙

와 산소 입자 한 개로 표현하였으며, 반응 후 플라스크의

고 떨어지는 현상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물 분자의 경우에도 수소 입자 두 개와 산소 입자 한 개로

이라고 판단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여 반응물에서의 수소 입자와 산소 입자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는 nMV=n'M'V'의 개념을 이

생성물인 물 분자에 그대로 존재한다.
입자 모델에서 조합논리를 잘 표현한 사례로는 반응물
에서 생성물이 될 때 끊어지고 붙는 결합에 대한 정보를

수의 입자들이 보존되는 과정의 양적인 사고를 발달시켜

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화학반응식으로만 제시하면 많은
주지 못한다. 또한 입자 표상을 제시한 경우에도 최소의
개수로만 제시하면,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일
한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최소한 화학반응식의 2배 이상의

내포하고 있는 Fig. 5와 같은 표상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Fig. 5의 수산화이온에서 수소와 산소는 서로 분
리되지 않으므로 한 입자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입자들
과 떨어지고 붙는 과정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

입자들이 반응물로 제시되며 최종 반응 생성물까지 표현
될 때, 입자 수 보존논리 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았다. 이러한 표현은 수산화이온에 포함된 수소이온과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수소이온이 같은 원자라는 개념을 가

다. 이러한 사례는 Fig. 6과 같다.
비례논리의 경우는 많은 입자 수가 존재할 때, 일부는
해리하고 일부는 해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레니우스의 모델은 Fig. 7과 같이 물은 배경변인으로 두
고 강산은 전부 이온화하며, 약산의 경우 일부만 이온화
하는 표상을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브뢴스테
드-로우리 모델은 Fig. 8과 같이 물 자체가 수소를 받는
반응물로 작용하여 강산은 수소이온이 전부 물로 이동을
하며, 약산의 경우 일부만 수소이온이 물로 이동하는 표
상을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4.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of conservation logic of
particle kinds.
27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교육 박사
2인과 화학교육 전공 현직교사 2인에 의해 교차 분석한 후,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분석
기준을 재조정한 후에 최종적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Figure 5.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of combination logic.

산·염기 정의의 표현 문제
강산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반응의 경우

Figure 6.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of number conservation logic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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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였더라도 이온화도 100%라는 것의 의미를 서
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상을 ‘문제 1’로 분류하였다.
여러 교과서에서는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의 예시로서
약염기 또는 약산과 물의 반응을 제시하면서 정반응만 일
어나는 비가역반응으로 표현하였다. 약산, 약염기 상황을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에 따라 반응물 중 하나에서 수
소이온이 떨어져나와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표현하면서 가역반응의 표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
Figure 7.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of proportion logic of
Arrhenius Model.
42

제 2’로 분류하였다(Fig. 10). 반드시 역반응을 표시해야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반응물뿐만 아니라 생성물도

거의 비가역반응처럼 진행되지만 브뢴스테드-로우리 모
델은 역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약산, 약염
기의 반응과 비교하여 같은 가역반응이라 하더라도 강산
의 이온화도가 100%라는 것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과서들은 강산의
사례를 비가역반응으로 표현하거나(Fig. 9), 가역반응으

수소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실제 자연세계에서 반응
물과 생성물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로 비수용액에서의 반응 사례를
제시할 때, 모든 교과서에서는 이를 비가역반응으로 제시
하고 있다(Fig. 11). 그러나 앞서 강산의 경우와 마찬가지

Figure 8.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of proportion logic of Brønsted-Lowry Model.

44

Figure 9. Problem 1: An example of not meeting the strong acid of Brønsted-Lowry Model.

30

Figure 10. Problem 2: An example of not meeting the week base of Brønsted-Lowry Mode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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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oblem 3: An example of not meeting Brønsted-Lowry model in non-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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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브뢴스테드-로우리의 모델에서는 거의 역반응이 일어

도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1종에서 나타났으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하였다. 즉, 브뢴스테
드-로우리의 모델에서는 동적 평형과 가역반응, 그리고
짝산과 짝염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이온

나, 2015 개정교육과정은 5종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타
났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1, 2, 3에서 모두 정확한 준미시적 표상을 제시한

화상수 값을 고려하는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물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생성물인 염화암모늄
(NH4Cl)을 하나의 이온결합물질로 제시하고 있어서 가역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1종도 없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화학I
에서 평형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브뢴스테드-로우리의 정의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 침전 반응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상은 브뢴스테드-로우리
의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 3’으로
분류하였다.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역반응의 개념으로 제시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화학II 교과서의 화
학평형 단원에서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가역반응으
로 다시 학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09 개정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변화되면서,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에 따른 준미시적 표상에 대한
교과서의 문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여 Table 1
에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화학평형’의 개념을 화학I 교
과서로 이동시켜 처음부터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가
역반응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과서들은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의 준미시적 표상을

문제 1의 경우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
에서는 3종에서 나타났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8
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 2의 경우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은 4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

모두 비가역으로만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9 개정교육
과정으로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의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2009 개정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

타났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9개의 교과서 중에
서 5종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 3의 경우에

된다.
특히 문제 3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와 달리 관련된 표상을

Table 1. Analysis of problems related to submicro representation for acid-base models in Chemistry I textbooks of 2009 and 2015 revised
curriculum

1

2

3

Type of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Problem
No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Problem
No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Problem
No representation

2009 revised curriculum
T ,T ,T
T
T ,T ,T ,T
T
T ,T ,T
40

42

43

41

40

41

42

43

42

40

41

43

2015 revised curriculum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25

27

28

29

30

31

32

33

26

25

28

26

29

26

29

25

27

30

30

27

33

31

32

31

28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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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제시하지 않는 교과서가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모두 매우 많았다. 이처럼 비수용액 상
황과 관련된 준미시적 표상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지 않은 상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레니우스 모델과 브뢴스
테드-로우리 모델의 차이점을 확실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논리사고의 표현 문제
산·염기 중화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사고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 보존논리, 입자들의 조합논리,
입자 수 보존논리가 있으며, 산·염기 세기의 개념을 이해
하는 데는 비례논리가 필요하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의 종류 보존논리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종류가 생성물에
서도 보존되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Fig. 4의 사례는
물질의 종류 보존논리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으나,
Fig. 12의 경우에는 반응물에서 표현된 수소이온 입자와
수산화이온 입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물 입자를 생성
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상으로부터 물질을 구
성하는 입자의 종류 보존논리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을 상세히 표현하는 것은
보존논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표상의
복잡함 때문에 학생들이 모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즉, 원자들 사이의 결합에서 어느 결합이 약한
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에 붙은 수
소가 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Fig. 13(a)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아세
트산의 OH 부분에서 수소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그 대신 탄소와 결합된 수소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Fig. 10의 경우에는 물에서 수소가 떨어지기
보다는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떨어진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수산화이온을 Fig. 13(b)와 같이 표현한 경우에도 수소와
산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
생들 중에는 수산화이온으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간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Fig. 12와 Fig. 13(b)의 혼합적 표현도
교과서에서 제시된 경우가 있다. Fig. 13(c)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소 입자 한 개와 산소 입자 한 개를 구분하지 않

Figure 13.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without combination
logic.
33,37,43

고 한 덩어리의 수산화이온으로 표현하였지만, 물 분자는
수소 입자 2개와 산소 입자 1개로 표현함으로써 물과 수
산화이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제시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표상은 학생들에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조합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표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일부
교과서에서는 Fig. 14와 같이 입자 표상에서 결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Fig. 14에서 염산은 염소와
수소로 분리될 때 특별히 결합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입자 표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산화이온은
표현하지 않고 학생들이 추론하도록 제시하였다.
화학반응식과 같이 최소 입자 수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개수 보존논리를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입자의 표상을 제시하였으나, 한 개씩만 제시하여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표상의 경
우(Fig. 15(a))나 반응물의 표상만 제시하고 생성물의 표
상은 제시하지 않는 경우(Fig. 15(b))에도 역시 입자 수 보
존논리를 형성하기 어렵다.
비례논리는 화학II 교과서의 산·염기 세기 내용의 표상
에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약산의 특징을 강산과 비교하는
상황에서 비례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Fig. 16의 교과서45에
서는 강산의 경우 입자의 수가 8개뿐인데, 그 중에 하나
는 해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상은 강산의 이
온화도가 1이라는 개념에 위배되는 사고이다. 이는 무수
히 많은 입자 중 한 두 개가 아니라, 8개의 극히 한정된 개
수의 강산 입자 중 한 개 정도의 입자가 해리하지 않는 것
은 비례논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Figure 12.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without conservation
logic of particle kind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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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산의 일부가 해리되고 일부가 해리되지 않는
표상은 비례논리가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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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n example of no representation of combination logic.

28

Figure 15.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without number conservation logic of particles.

30,33

Figure 16. An example of representation without proportional logic in the dissociation of strong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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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representations for logics of the particles in chemistry textbooks of 2009 and 2015 revised curriculum
Textbook

Logic
Conservation of
particle kinds

Chemistry I

Combination

Number conservation of
particles

Chemistry II

Proportion

Type of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Without logic
No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Without logic
No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Without logic
No representation
Correct representation
Without logic
No representation

2009 revised curriculum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40

41

42

43

41

42

43

40

41

42

43

40

44

46

45

47

2015 revised curriculum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26

27

25

30

29

28

25

29

32

31

26

33

31

32

27

33

30

28

26

27

29

31

25

30

32

33,

28

36

37

38

34

35

39

중화반응과 산·염기 세기에서 입자에 대한 종류 보존논
리, 조합논리, 수 보존논리, 비례논리가 잘 표현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 등 다양한 산·
염기 반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염기 중화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예를 들어 브뢴스테드-로우리의 모델을 가역
반응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화학평형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화학평형을 모델의 정의에 포함하느냐의

반응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 보존논리, 조합논
리, 입자 수 보존논리, 비례논리가 잘 표현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표상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교

문제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졌지만, 화학평형의 개념을
모델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모델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표상의 문제는 지속되

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의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서 4
종 중 1종(T42)은 입자 종류 보존논리, 조합논리 및 입자

었다. 또한 염산과 암모니아의 반응과 같은 비수용액 상
황도 표상에서 포함시켜 전형적인 산·염기 반응과 비전
형적인 산·염기 반응의 모델 표상들에 대해 학생들이 익
숙해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수 보존논리를 잘 나타낸 표상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
학II 교과서 4종 중 3종(T44, T46, T47)은 비례논리에 해당하는
표상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
에서는 9종의 화학I 교과서 중 입자 종류 보존논리, 조합
논리 및 입자 수 보존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교과서가 1

표상을 제시한 교과서는 많지 않았다. 또한 같은 화학반
응이라도 물을 반응물로 제시하고 수소 이온을 받거나
주는 반응에 참여시키는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과 물은
배경 변인으로 제시하고, 산이나 염기 분자로부터 수소이

종도 없었다. 또한 화학II 교과서 6종 중 3종(T36, T37, T38)
만 비례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산·염기에 관련된 표상들이 학생들의 논리사
고를 발달시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해졌다는 것을

온이나 수산화이온이 해리되는 아레니우스 모델의 차이를
준미시적 표상으로 제시하고 그 차이로부터 모델의 정의를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충분
히 고려한 교과서는 많지 않았다.

알 수 있다.

논리사고에 관련된 표상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학습
자의 이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예를 들어 중화반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상징
적 표현인 화학반응식으로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산·염기 모델의 정의,
중화반응, 산·염기 세기 내용에서 다루는 준미시적 표상
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크게 산·염기 정의

나타나는 화학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어렵
다. 특히 1:1로 결합하는 수준의 표상은 입자 수 보존 논
리나 비례논리의 측면에서 산의 세기나 중화반응에서 일
어나는 현상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의 표현 문제와 논리사고의 표현 문제로 구분하였다. 분
석 결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교과서에서 표상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
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의의 표현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학교과서의 저자들이 모델의 표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2020, Vol. 64, No. 1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준미시적 표상이 산·염기 모델
의 정의에 적합하게 표현되고, 미시 세계와 거시적 현상
을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준미시적 표상을 제시할 때,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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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확한 과학 정보를 포함하려는 노력 보다는, 학생들

려 준미시적 표상의 문제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중요한

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더

문제 인식으로 여겨져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과 사고 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들의 결합력에

달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서술되는 글뿐만 아니라 제시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산이나 염기를 표현한다면, 학생들은 중화반응에서 정확

와 고려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되는 준미시적 표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충분한 논의

한 생성물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준미시적
표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산·염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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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고려가 있지 못하면, 단순화하면서 생략한 표상과
복잡하게 묘사하는 표상의 충돌로 인해 오히려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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