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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물질의 구성 단원의 주요 개념인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학습함에 있 

어 논리적 위계에 따라 제시된 과학 교과서의 교수 힉습 순서인 화학 변화 ~* 원자 i 분자 — 분자 운동과, 

분자와 원자를 화학 변화의 선행 조직자로 하여 새롭게 배열한 분자 T 분자 운동 — 원자 — 화학 변화의 교 

수 학습 순서 중, 어떠한 교수 학습 순서가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1개 중학교에서 남, 여 학생 각각 2개 반 씩 168명을 표집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순서 보다 본 연구에서 새 

롭게 배열한 교수 학습 순서가 학생들의 화학 변화 관련 개념 이해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 

생들은 수업 처치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혼란스 

러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개념 학습을 위해서는 모든 과학 교과서의 획일적인 교수 학습 순서를 지양 

하고 교과서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교수 학습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order of instruction for students learning the 
concepts of chemical change. Chemical change wa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area in 8th grade chemistry 
part. The study consisted of 168 8th grade students, two classes of boys and girls each, from a middle school 
in Seoul.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taught in the order, which was presented in the science textbook; chemical change, atom, and molecule 
(C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order was molecule, atom, and chemical change (MAC).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But the interview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ere confused with the MAC method in 
spite of the effective learning. Therefore, for more effective concepts learning without a confusion, we need 
to provide our students with various learning sequences of science textbooks rather than fixed learning 

sequences.

1 ■- 성하여 모든 학생을 과학적 소양인으로 기르는 것이다

우리 나라 과학 교육의 목표는 자연 현상과 과학에 특히 과학과 정보의 세상이 예상되는 21세기를 살아

대한 홍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과학적 태도를 형 나가야 하는 현재의 청소년에게 과학적 소양을 지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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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국가의 장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 

다. 이러한 과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탐구 

활동을 강조하게 되었고, 또한 생활 중심 학습 소재를 

개발하여 교육 내용에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홍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하나 여전히 과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홍미 없어 

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교사 

의 자질, 주입식 교육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3 그 

중 하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있어 

서 유일한 교수 학습 자료인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5 즉 교육 현장에서 과학 교과서가 차지하 

는 비중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6, 그 중에 하나는 교과 내 

용이 요구하는 인지 발달 수준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 보다 높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 수준은 대부분이 구체적 조작기 혹은 과도기에 

있으나 교과의 내용은 형식적 사고를 요구하는 교수 

목표가 대부분이다.W。그러므로 현장 과학 교육에서 

교수 내용의 조직 및 교수 방법의 채택에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과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교육 내 

용의 계열성, 교수 학습 순서 등이 알맞게 조직되지 

않았고, 또한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 교과 내용이 각 

학급별로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았음도 지적되었다." 교 

과서에 제시된 학습 순서에 의한 수업보다 여러 개념 

간의 계열성, 위계성을 고려하여 교수 순서를 새롭게 

제시한 수업이 학습 효과 및 성취도에 효과가 있었음 

이 보고되었다 ."J3

현재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분야에 있 

어서 중심 내용인 화학 변화는 주로 형식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많은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 

음이 조사되었다 “ 또한, 현행 교과서의 교수 학습 순 

서가 화학 변화를 먼저 제시한 후 원자, 분자, 분자 

운동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서 화학 변 

화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화학 

변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 형성과 이해를 위해서 먼저 

원자와 분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보 

고되어 있으며,” 화학 변화의 오개념은 원자와 분자에 

대한 오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I 그러 

나 현행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는 화학 변화와 원 

자, 분자, 분자 운동의 계열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것은 Ausubel'8이 주장한 학 

습 과제가 논리적 유의미를 갖추고 있어도 학습자가 

그와 관련된 인지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학 

습 과제는 유의미하게 학습될 수 없다고 말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순서 

를 바꾸어 화학 변화의 선행 조직자로 분자, 분자 운 

동, 원자를 제시한 후 화학 변화를 지도하여, 과학 교 

과서의 교수 학습 순서와 새로운 교수 학습 순서에 

따른 화학 변화 관련 개념 획득 정도를 비교 분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1)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 

내용을 교과서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학습한 집단과 분 

자, 분자 운동, 원자의 관련 개념을 먼저 학습하고 화 

학 변화를 학습한 집단 사이에서 화학 변화 관련 개 

념의 획득 정도는 어떠한가?

(2) 교수 학습 순서를 다르게 한 수업의 효과는 과 

학 성적 수준별 집단 중 어느 집단에 더 영향을 주었 

는가?

(3) 교수 학습 순서를 다르게 한 수업의 효과는 인 

지 능력 수준에 따른 집단 중 어느 집단에 더 영향이 

있었는가?

(4) 교수 학습 순서를 다르게 한 수업의 효과는 화 

학 변화 관련 여러 개념들 중 어떤 개념 획득에 더효 

과적이었는가?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1개 

중학교 2학년 남, 여 학생 각 2개 학급 중 각 반의 

특수 학생, 결석생, 전학생, 검사에 불성실한 학생들을 

제외한 168명(남 88명 , 여 80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 

다.

검사 도구의 선정 및 개발.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皿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인지 수준은 연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실험반과 통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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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 발달 단계를 알기 위하여 측정 도구로서 

Roadranka등"이 개발한 GALT(Gro叩 Assessmsnt of 

Logical Thinking) 문항지의 short version]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0.85, 평균 난이도는 

0.40&로 득점 결과가 0〜4이면 구체적 조작기, 5~7 

이면 과도기, 8~12이면 형식적 조작기로 인지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의 실험반과 통제반 학생들 중 약 

45% 정도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이전에 학원 수강 

또는 개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전 학습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 

는가는 본 연구의 결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사전 학습 정도를 통제하기 위하 

여 본 연구 관련 단원 내용 중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단원 평가 문항을 가지고 사전 학습 형성 정도를 측 

정해 보았다.

사후 검사 도구는 현행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를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개념을 선정한 후,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한 검사 문항들 중 선정된 개념 

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고 보완하여 과학 교육 전문가 

1명과 과학 교사 9명에 의하여 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선정된 검사 문항을 1차로 학생들에게 투입하여 연구 

자가 검사하고자 하였던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 

달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질문에 사용한 단어와 어법 

등에서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을 Table 1과 같이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2단계 질문법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2。 

각 문항당 배점은 둘 다 맞으면 3점 , 이유 진술만 맞 

으면 2점, 객관식 문항만 맞으면 1점으로 하였다.

그런데 지필 검사 도구만으로는 정확히 학생들의 개 

념 획득 정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즉 질문 내용 

의 독해 능력에 따라 개념 획득이 바르게 되었어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념 획득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우연히 또는, 옆 사람과의 상의에 의해 정 

답을 표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정 

확한 검사를 위하여 사후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가 

평균인 학생을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남, 여 학생 각 5 

명씩 20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 

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의 질문 내용은 검사 도 

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중심이된 내용으로 선 

정하였으며, 특별히 실험반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 순 

서를 재배열한 수업을 받은 소감을 물어 보아서 그들 

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교수 학습 순서의 재배열.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 

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은 화학 변화의 상위 개념으로 

원자와 분자를 나타낸 것은 개념의 논리적 위계를 나 

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위계에 맞춰 교수 학습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 순서에 의한 화학 변화 

관련 개념 획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 교과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를 Table 2와 같이 재배열하 

여 구성하였다.

Table 1. 화학 변화 관련 개념 검사 문항 내용

중심 개념 문항번호 문항 내용

분자, 분자 운동, 원자 (1), (2), ⑶번 분자와 원자의 모형, 차이점, 분자 운동에 의 한 현상

원자의 재배열 (4), (5), (6)번 화학 반응 후의 물질의 질량 보존, 새로운 물질의 구성 분자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 ⑺, (8)번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일정 성분비 적용 물질

화학 반응 (9), (10)번 화학반응의 여]，화학적 변화와물리적 변화의 차이점

Table 2. 교수 학습 순서

과학 교과서 의 교수 학습 순서 재배 열한 교수 학습 순서

차 시 학습 주제 차- 시 학습 주제

1〜7 화학 변화와 화합물 1 분자

8〜11 화학변화와질량 2〜4 분자운동

12〜14 원소 5 원자

15 〜16 원자 6〜13 화학 변화와 화합물

17 〜19 분자 14 〜]7 원소

20 〜21 분자의 운동 18 〜21 여러 가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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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처치 및 결과 처리. 실험반은 재배열된 교수 

학습 순서대로, 통제반은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교수 

학습 순서대로 각각 21시간씩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수업을 처치하였으며, 이어서 지필에 의한 사후 검사 

를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 후의 사후 검사 결과가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서 교수 학습 순서의 재배열 

이 화학 변화 관련 개념 이해 및 획득에 좀 더 효과 

적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A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량 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전 검사의 결과 분석. 학생들의 인지 수준은 학 

습 내용의 채택 및 조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연 

구에서 수업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인지 수준 통제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 

여 논리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 

학생 집단은 학급에 따라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이 29 

〜34%, 과도기의 학생이 36〜38%, 나머지가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행 연구 자료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특성이라 

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의 논리적 사고력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 

험반과 통제반의 인지 수준별 분포를 동일하게 표집 

하였다.

논리적 사고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표집된 연 

구 대상 학생 집단이 과연 동일한 집단인지 또는, 이 

질 집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학년말 과학 성적 결 

과와 사전 학습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Table 3에 나 

타나 있다. 1학년말 과학 성적은 실험반의 평균이 

74.27, 통제반이 71.91 로써 평균의 차이가 2.36정도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학습 정도 측정 검사도 실험 

반 44.94, 통제반 43.87로써 실험반이 1.07 정도 평균 

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역시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 검사를 통하여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만일 수업 처치 후 실시한 사후 검사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것은 오로지 수 

업 처치의 결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후 검사의 결과 분석 . 사전의 검사로 동일한 집단 

임을 확인한 두 집단에게 21차시 동안 각각 수업을 

실시한 후, 화학 변화에 관련된 검사 문항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의 결과는 먼저 검사 총 

점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고, 인지 수준별과 1학년말 

과학 성적 수준별로 분석하여 어느 집단에게 수업의 

효과가 있었을가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검사 문항 내 

용들 중 어느 개념 항목에 더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 

하였다.

수업 처치 후 실시한 사후 검사는 수업 처치에 의 

한 효과를 알아본 것으로 30점 만점에서 실험반이 통 

제반에 비해 평균이 2.99 정도 높았다. 이것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별 사후 검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수 학습 순서를 바꾸어 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반이 통제반에 대하여 유의 수

Table 3. 1 학년말 과학 성적과 사전 학습 정도 검사 결과 분석 （ 만점 100 점 ）

검사 종류 집단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F 값 Pr>F

1 학년말 실험반 84 74.27 15.93
0.89 0.3480

과학성적 통제 반 84 71.91 16.53

사전 학습 실험반 84 44.94 16.14
0.21 0.6494

정도 통제 반 84 43.87 14.29

Table 4. 실험 반과 통제반의 사후 검사 결과 분석

변 인 자유도 자승화총점 평균자 승화 F 값 Pr>F
설명된 변량 1 375.00 375.00
잔여 효과 166 5684.50 34.24 10.96 0.0011*
전 체 167 6059.50

*pv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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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인지 수준별 사후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

인지 수준별 변 인 자유도 자승화총점 평균자승화 F 값 Pr>F

형식적 

조작기

설명된 변량 1 27.77 27.77
잔여 효과 50 1117.31 22.35 1.24 0.2703
전체 51 1145.08

설명된 변량 1 221.27 221.27

과도기 잔여 효과 62 1650.47 26.62 8.31 0.0054*

전체 63 1871.73

구체적 

조작기

설명된변량 1 169.92 169.92

잔여 효과 50 1452.38 29.05 5.85 0.0193*

전체 51 1622.31
*pv.O5.

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화학 변화를 바르게 이해하 

는데는 먼저 분자, 분자 운동, 원자를 학습하여 화학 

변화에 대한 선행 지식을 가진 후에 화학 변화를 학 

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실험반과 통제반에 각각 실시한 수업 중 실험반의 

수업 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면, 

이러한 수업 효과가 인지 수준에 따른 집단 중 어느 

집단에 가장 효과적이었을가를 분석해 보았다. 인지 

수준별 사후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을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실험반에게 처치했던 수업의 

효과가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에게는 유의 수준 0.05에 

서 F 값 1.24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과도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에게는 각각 

8.31, 5.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교수 학습 

의 순서에 상관없이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과도기나 구체적 조작 

기의 학생들에게는 본 연구의 수업 처치가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 

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부분 중학생들이 과도기와 구체적 조작기에 있다는 

사실8M에 비추어 볼 때, 교수 학습 순서를 재배열하여 

분자와 원자를 선행 지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학생 

들의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의 획득에 효과적일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1학년말의 과학 성적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총 4회 실시）의 평균 점수로써 100 

점을 만점으로 하고, 성적에 따라 학생 집단을 상위권 

상위 30%, 100~85점）, 중위권（중위 40%, 84~65점）, 

하위권（하위 30%, 64점 이하）四로 나누어 어느 수준 

의 학생들에게 수업 처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 

를 살펴본 결과, 전 집단에서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어 본 연구의 수업 처치가 

Table 6. 1 학년말 과학 성적의 수준별 변량 분석

성적 수준 변 인 자유도 자승화총접 평균자승화 F 값 Pr>F

설명된 변량 1 1.07 1.07

상위권 잔여 효과 46 1005.90 21.87 0.05 0.8256
전 체 47 1006.98

설명된 변량 1 213.13 213.12

중위 권 잔여 효과 68 958.36 14.09 15.12 0.0002*

전체 69 1171.49

설명된 변량 1 127.69 127.69
하위권 잔여 효과 48 1269.99 26.46 4.83 0.0329*

전 체 49 1397.6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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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준 

별 변량 분석이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상위권의 학 

생들은 평균 점수가 높았음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수 

준 0.05로 볼 때 F값 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수업 처치의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위권과 하위권의 학생들에게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대 

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교수 학습 순서를 어떻게 배 

열하든지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능력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대부분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에 있다8는 사실 

과도 관련이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중위권과 하위권의 학생들은 통계 분석 

결과로 볼 때, 각각 15.12, 4.83卫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교과서의 교수 학습 순서를 재배열 

하여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험반에 실시되었던 수업 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수업 처치가 화학 변화 관련 개념 

이해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때, 화학 변화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어떤 개념 이해에 더 효과적인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 문항을 중심 개념 별로 묶 

어 분석하여 보았다.

분자, 분자 운동, 원자에 대한 검사 문항에서 (1) 번 

은 수소 원자 모형을 보여 주고 H와 2H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2) 번은 물질을 녹였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물질의 알갱이가 어떻게 된 

것인가, (3) 번은 퍼짐 현상의 원인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 분자 운동, 원자에 대한 바른 개 

념의 형성 정도를 묻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통계 분 

석한 것이 Table 7에 나타나 있다. 검사 결과에서 실 

험반이 통제반 보다 평균 점수가 높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는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분자와 원자를 구분하거나 분자 

운동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는 교수 학습 순서의 재 

배열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초등 

학교에서 이미 학습하여 선행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인지 구조를 

좀더 정교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자 재배열에 대한 검사 문항에서 (4) 번은 강철 

솜의 연소 후의 질량 변화, (5)번은 석회석과 묽은 

염산과의 반응 후의 질량 변화, (6) 번은 구리 가루를 

가열한 후의 물질 모형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화 

학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원자의 종류, 수, 크기 등은 

변하지 않고 단지 재배열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가를 묻는 내용이다. 검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것이 

7况”e 8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앞의 문항 

과는 달리 화학 변화란 원자의 재배열이다라는 개념 

에 대하여 실험반이 통제반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반은 선행 지식으로 원자와 분 

자를 이해하고 난 후, 화학 변화에서 반응 전의 분자 

를 이루던 원자들이 새롭게 짝을 지어 새로운 분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에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와 반응 후의 새로운 분자 형성 

을 쉽게 이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실험반은 

이 문항 내용에 대하여 개념간의 관련성을 지니게 되 

었으나, 통제반은 단순히 화학 반응의 결과만을 학습

Table 7. 분자 , 분자 운동 , 원자에 대한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

문항내용 변 인 자유도 자승화총점 평균자승화 F 값 Pr>F

日 시 □人L。도 -
설명된 변량 1 10.00 10.00

、丄八1, iL 八1 xL O ,
원자 -

잔여 효과 166 624.99 2.66 0.1050
전 체 167 634.99 3.76

Table 8. 원자의 재배열에 대한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

문항내용 변 인 자유도 자승화 총점 평균자승화 F 값 Pr>F
설명된 변량 1 76.01 76.01

원자의 재배열 잔여 효과 166 874.70 50.27 14.42 0.0002*
전체 167 950.71

*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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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에 대한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

문항 내용 변 량 자유도 자승화총점 평균자승화 F 값 Pi>F

설명된 변량 1 21.43 21.43
화합直과혼합直 -

잔여 효과 166 683.05 4.11 5.21 0.0238*

전 체 167 704.48
*pv.O5.

한 후 원자, 분자를 학습하므로 두 개념 사이에 관련 

성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에 대한 검사 문항은 ⑺ 번 

일정 성분비가 적용되는 물질의 구분, (8) 번 혼합물과 

화합물의 성질의 차이점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어서, 성분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혼합물 

과 원래의 성분 물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 물질인 화합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가를 묻 

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것이 Table 9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를 묻는 문항에서 실험반이 통제반에 대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화합물이 일정한 성 

분비로 결합하여 생성되었다는 것과 화학 변화는 원 

자의 재배열이기 때문에 반응 후 만들어진 물질이 전 

혀 새로운 물질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자와 분자의 선 

행 지식이 있은 후 화학 변화를 학습한 학생들이 좀 

더 바른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화학 반응에 대한 검사 문항에는 ⑼ 번 화학 반응 

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가, (10) 번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차이점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어,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것이 Table 10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로 

볼 때 화학 반응에 대한 문항에서 실험반의 평균이 

통제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반응의 

종류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정도에는 교수 학습 순서 

가 별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이것은 앞의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 

여 생각할 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되므로, 이 문항에 

대해서는 면담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을 자 

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문항 내용별 검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보 

면, 통제반이나 실험반 모두 원자, 분자, 분자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바른 이해를 하고는 있으나, 통제반 

의 경우에는 화학 변화의 기본 개념인 원자의 재배열 

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한, 원자의 재배열에 대한 개념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화학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단 

순히 암기에 의해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구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원인으로 인해 통제반은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 

를 구분함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게 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화학 변화란 원자의 재배열에 의한 새로 

운 분자의 생성임을 바르게 이해하면,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화합물과 혼합물을 구분함에 있어 어려 

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원자의 재배열을 바 

르게 이해하려면 원자, 분자, 분자 운동의 개념이 선 

행 지식으로 필요하므로, 실험반에 실시했던 수업 처 

치는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면담 실시 결과 분석 . 지필 검사 실시 후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표집한 남, 여 학생 각 5명씩 20명을 면 

담한 결과, 사후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 이 인 분자와 분자 

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면서도, 

통제반의 경우에는 화학 변화 전 후의 원자와 분자의 

변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

Table 10. 화학 변화에 대한 검사 결과의 변량 분석

문항 내용 변 량 자유도 자승화총점 평균자승화 F 값 Pr>F

설명된 변량 1 8.15 8.15 1.98 0.1615

화학변화 잔여 효과 166 683.85 4.12

전 체 167 6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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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면담 질문 문항별 정답 학생수

면담질문문항
실험반 

(10명)

통제 반

(10명)

⑴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 9 명 8 명
(2) 화학 변화에서의 분자 운동 

역활
2 명 1 명

⑶ 화학 변화 전 후의 분자와 원 

자의 변화
6 명 3 명

⑷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차이점
10명 10명

데, 이것은 화학 변화의 선행 지식인 원자와 분자의 

개념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는 운동을 

하면서 분자 사이에 충돌을 일으켜 원자의 재배열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두 집단 모두 바 

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과학 교과서 

에서 분자 운동을 다룰 때 물리적 변화인 상태 변화 

와의 연관성만 다루고 화학 변화와의 관련성은 다루 

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학생들과의 면담에 

사용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대답 

한 학생의 수는 Table 11과 같다.

면담 (1) 번 문항인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는 무엇이라 생각되는가의 질문은 지필 검사 문 

항의 (1) 번과 연관이 있는 문항으로서, 검사 결과 실 

험반과 통제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데 , 면담 결과에서도 실험반과 통제반의 대부분 학 

생들이 분자라는 바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 

자와 분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 

을 때 원자와 분자를 혼동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 

는 경우가 양 집단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정답 학생 

수와 면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원자와 분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원자와 분자는 관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 

이 막연하여 다른 개념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실제 화학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이라는 문항에서의 정답 학생수가 적어지는 것 

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면담 (2) 번 문항의 내용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 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지필 평가의 ⑶번 문항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지필 검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반이나 실험반 

의 대부분 학생들이 관련성을 전혀 짓지 뭇하고 있었 

으며, 실험반 학생들도 단지 화학 변화를 잘 일어나도 

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지니고 있었 

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분자 운동을 상태 변화와 같은 

물리적 변화와의 관련성만 제시하고 있어서, 실험반 

학생들에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분자가 운동하 

며 충돌을 일으켜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어도, 학생들 

이 화학 변화와 분자 운동과의 연관성을 별로 중요하 

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서 교수 활동시 좀 더 연관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으 

로 나타났다.

면담 (3) 번 문항은 화학 변화가 일어난 후의 원자 

와 분자는 반응 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 이 문항에 대해서는 실험반 학 

생들이 통제반에 비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 

는 학생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후 검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원자 

와 분자를 먼저 학습한 실험 집단이 화학 변화를 학 

습한 후 원자와 분자를 학습한 통제 집단보다 화학 

변화란 원자의 재배열이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면담 (4) 번 문항인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은 지필 평가 문항 (10) 번과 같은 

내용으로 면담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지필 평가의 결 

과처럼 실험반과 통제반의 구분 없이 바르게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 각각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드는 

것에는 통제반이 다소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지 

필 평가에서는 보기를 주고 고르도록 하여 학생들이 여 

러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여도 단순한 암 

기에 의해 답하기가 쉬었으나, 면담에서는 보기 없이 

예를 드는 것이었기에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낀 것 

으로 생각되었으며, 그리고 지필 검사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원인도 알 수 있었다.

화학 변화 관련 개념에 대한 면담 실시 후, 실험반 

학생들에게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순서를 바꾸 

어 수업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가를 질문을 하였다. 질 

문지에 의한 사후 검사나 면담 결과에서 본 연구의 

수업 처치가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데 효과 

적이었음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과서 

에 제시된 순서대로 수업을 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산 

만하였으며,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 학생 10명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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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명은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6명은 공 

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순서를 바꾸어 학 

습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었다.

실험반 학생들이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며 수업하기 

가 힘들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교사들이 한 

번 쯤 생각하여야 할 부분인데 , 교육 전문가들은 교과 

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교사가 필요하다면 학습 순서를 재조직하 

여 교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행 교과서의 교수 학 

습 순서를 그대로 둔 채 담당 교사의 자의적인 교수 

학습 순서의 재배열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마다 다양한 교 

수 학습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면, 교사들이 적절한 교 

수 학습 순서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획일적인 

교수 학습 순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二러나 현행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8종임에도 불구하 

고 거의 동일한 학습 내용과 동일한 교수 학습 순서 

를 제시하고 있어,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교수 학습 

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8종의 과 

학 교과서가 존재하는 이유와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과학 교육을 위해 

서는 여러 가지 과학 학습 이론과 현장 연구 결과들 

을 토대로 한 다양한 교수 학습 순서를 제시한 교과 

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에 대한 교수 학습 순서에 따른 화학 변환 

관련 개념 획득 정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물질의 구 

성에서 주요 개념인 화학 변화 관련 개념을 학습함에 

있어서, 원자와 분자를 미리 배우고 화학 변화를 학습 

한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 유의 수 

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사 

결과를 1학년말 과학 성적 수준에 따라 분석해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인지 능력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도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검사 문항별 분석 결과, 실험반 학생들이 

화학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임을 묻는 문항과 화합물 

과 혼합물의 구분과 그 차이점을 묻는 문항에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실험반 학생들은 질문지 검사 

에서와 같이 원자의 재배열에서 좀 더 바른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필에 의한 사 

후 검사나 면담에 의한 결과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공부할 때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순서와 달라 혼란스러웠다고 지 

적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다른 

교사와의 진도가 달라 일어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학사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 

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개념의 올바른 이 

해를 위한 교수 학습 순서 재배열의 권한을 교사가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8종의 과학 교 

과서가 고정된 교수 학습 순서를 탈피한 다양한 교수 

학습 순서를 제시하여, 교사들에게 과학 교과서의 선 

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편, 현행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학생 

들이 초등학교 자연에서 이미 학습하여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과 잘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불필요 

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암기식 학습 방법에 의하 

여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지적 호기심 등의 저하를 

가져오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음 단계 

의 학습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므로 효과적인 개념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 

니고 있는 선행 지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계열성 

이 있는 교과서의 내용 및 체제로의 새로운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교수 학습 활동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하 

는 것보다 여러 현장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 현행 교 

과서의 교수 학습 순서를 재배열하여 학습 활동을 하 

는 것이 학생들이 홍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할뿐 

만 아니라, 개념 이해에도 효과적이므로 수업에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재배열을 할 때는 같은 힉년 

지도 교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지도가 이루어져야 

교과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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