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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과학 모델은 복잡한 자연현상을 단순화하고 패턴화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 모델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지며, 과학 모델에 대한 

이해는 모델이 갖는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대안 개념을 가지

고 있는 산-염기를 주제로 하여, 이 모델이 가지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학습 하였을 때 

과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4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의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모델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였다. 수업 결과, 학생들은 모델의 정의와 화학반응 및 화학평형의 정성적인 부분

에서는 이해의 향상을 보였으나, 정량적인 부분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화학이 많은 수의 입자를 고려해야 하는 독

특한 과목의 특성에 기인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 컴퓨터프로그램을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수업을 통해 후속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알고리즘(Algorithm), 과학 모델(scientific model)

I. Introduction

과학은 경험이 없는 세계의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이다

(Gilbert & Boulter, 2012). 과학은 우주의 현상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일관적인 패턴이 있다고 가정한다(Rutherford 

&

Ahlgren, 1990). 과학자들은 복잡한 자연을 단순화하고 규칙 있는 

형태 또는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과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아이디어가 과학 모델이다.  따라서 과학 모델에 대한 

이해는 모델이 갖는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Grosslight et al., 1991). 

한편, 산-염기 모델은 화학의 역사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유용한 

사용법에 따라 여러 모델이 공존하는 독특한 영역이다. 많은 산-염기 

대안개념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특정 산-염기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다른 산-염기 모델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다. 

일부의 거시적 현상은 미시적 표현에 의지 하지 않고도 이해 가능한하

다. 이와 같이 관찰에 의존하는 모델은 직관적이며 따라서 학생들이 

알고리즘 형성하는 것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 그러나 역사적을 

좀 더 발전된 과학 모델은 보다 정교하며 반직관적이다(Vosniadou, 

S, 2002). 특히 화학의 경우, 역사적으로 모델이 발달함에 따라 미시적 

표현에 의지해야한다는 제한점도 가진다.Gilbert & Boulter, 2012).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염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과학 모델의 알고리즘 

교육이 과학 개념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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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ploring algorithm

화학이 발달하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산-염기 모델이 존재한

다. 초기의 산-염기 모델은 현상적인 측면, 또는 물질의 산성 또는 

염기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이 있지만 좀 더 발달된 모델은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Gilbert & Boulter, 2012; Paik, 2015).

이 모델은 이전의 모델과 화학반응 바라보는 관점이 독특한데, 

2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 첫째, 초기의 모델은 산과 염기를 절대적으

로 구분하였으나 발달된 모델은 더 이상 산과 염기를 다른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적인 순서로 결정한다. 양성자를 주고 

받는 서열의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나 상대적인 산과 염기가 될 

수 있다(Fig 1). 둘째, 초기의 모델은 산-염기 반응에서 생성물과 

반응물에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반응은 일방향으로 간주하였

다. 그러나 발전된 모델에서는 생성물과 반응물을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방향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반응도 일어남을 

고려한다(Fig 2).

Fig. 1. define of acid and base

Fig. 2. veiwpoint of produc

모델의 아이디어를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1. 양성자 주개 순위가 높은 것이 산이고, 순위가 낮은 것이 염기이다. 

알고리즘2.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산 중 양성자 주개 순위가 높은 

것이 더 반응이 잘 일어나 양성자 주개 순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III. Result and Discussion

본 프로그램은 통해 학생들이 미시적 세계의 알고리즘 형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수업 결과, 학생들은 모델의 정의, 산-염기 평형, 

역반응에 대한 이해를 보였으며, 특히 산과 염기의 세기와 이온화도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다만, 정성적인 이해에서는 큰 효과를 보였으나 정량적인 이해까지 

도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미시세계에서 매우 많은 

수의 입자를 고려하는 단계로 알고리즘을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수의 입자를 고려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학습 

도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염기 모델의 알고리즘 학습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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