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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확산과 용해에 관련된 3〜 12학년의 과학교과서와 여러 문헌 자료들, 인터넷 사 

이트들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들로부터,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과 관련된 설명들이 용해, 상태변화, 분출과 혼 

동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매질과의 충돌 또한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용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도 용해의 원리를 인력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 용해에 관 

한 설명이 개념의 이해보다는 계산 문제 풀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도 단 

편적인 교과서의 나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단지 시청각적인 효과에 치중하고 있었다. 화학이 입자 

론적 관점에서 자연현상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와 인터넷 사이트들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입자론적인 관점에서 미시세 

계를 거시적 자연현상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움직 이는 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자이동의 관점으로 확산과 용해와 관련된 수업보조자료를 개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sed 3-12 grade science textbooks, many literatures and internet sites 
related to diffusion and dissolution concepts. From these data, we discovered that the explanations of diffusion 
that used in textbooks are not considered the site of collision with mediums, and confused with dissolution, 
state transition and effus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almost analysis data were short of the explanations of 
interaction effect. Most of all, the focus of dissolution explanations was to solve the calculation problems rather 
than to understand the concept. Every internet site was poor, just as the level of showing textbook contents with 
computer, so the only effect of using computer was the sense of sight and hearing. Chemistry must be under
stood nature phenomena with a view point of particle theory, but many textbooks and Internet sites didn't rep
resent it sufficiently. We set up the correct scientific concept and linked micro world of particle theory with 
macro world of nature phenomena. With a use of computer which have the advantage of representin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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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we developed the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programs related to diffusion and dissolution with the 
viewpoint of particle movement.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화학은 물질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물 

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 

해 그 원리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 

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거시적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려 

면 입자적 관점에서 미시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Fig. 1에서처럼 화학은 미시와 거시세계를 

연결할 뿐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까지 동시에 

생각하여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다. 화학자들 

이나 교사들은 이러한 세 영역을 동시에 사고하고 받 

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의 수소 기체라고 

말하면 머리 속으로 수소 원자가 두 개씩 붙은 수소 

분자를 그릴 수 있고, 이를 H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그림의 삼각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사 

고의 이동을 처음부터 원활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번에 한 가지 수준으로 사고하게 마련인데, 대부분은 

거시세계에 국한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학 교육에서는 학생 

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거시세계와 미 

시세계, 그리고 표현의 세 영역간의 균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균형이 학생들 

의 화학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등장하는 화학반응식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기호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

Fig. 1.화학을 가르칠 때 고려해 야 할 세 영역.'

기 위해서는 미시세계의 개념과 거시 세계의 개념과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 도구 중 하나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시세계의 입자적인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보조자료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컴퓨터의 역동적인 시뮬레이 

션은 학생들에게 분자, 원자, 원소에 대한 미시세계를 

탐구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키 

는데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관찰로부터 쉽게 추론되어지 

지 않는 잠재된 과학적 모델을 알게 하고 상호 작용 

함으로써 자연 세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동적인 컴퓨터 영상은 전통적인 

교수자료와 방법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개념 학습을 

쉽게 조장할 수 있다.2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를 활용한 보조학습 

자료들은 분필대용으로 단지 시청각적인 효과에만 치 

중함으로 컴퓨터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3 컴퓨터의 의무 교육화 방침에 따라 1989학년도 

이후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습자료들이나 사이 

트들이 단편적인 교과서의 나열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 

고, 거시적 세계의 현상적인 제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교육과정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 

해 제작된 것이 많아 백과사전이나 교과서 베끼기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잘못 서술되거나 표 

현되어 역시 정확한 개념 전달이 안되고 있어 오히려 

더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들도 많다.

이에 교과 교육전문가와 프로그램 전문가의 공동연 

구에 의해 올바른 개념형성을 위한 수업E조 자료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확산과 

용해에 관련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종 자료를 분석 

하고 혼동된 개념들을 바로 잡아 입자론적 관점에서 

미시세계를 정확히 표현하여 거시세계 현상과 연결하 

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보조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이 

용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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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지도 있는 사전들에 

제시된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다.

확산에 대한 용어 정의

- 어떤 물질 속에 이종（異種）의 물질이 점차 섞여 들 

어가는 현상4

•분자의 무작위운동에 의해 고농도 영역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물질의 순수 흐름이 일어나는 과정.5

• 농도가 다른 물질이 섞일 때 각 물질이 각각 공간 

에서 균일한 농도로 존재하려고 서로 섞이는 현상.6

- 기체 속의 분자 또는 용액 속의 이온, 분자 또는 

콜로이드 입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방향 

으로 이동하는 현상.7

- 원자, 분자등의 입자가 열운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기체, 액체 때로는 고체의 이동.8

용해에 대한 용어 정의

- 기체 • 액체 • 고체 물질（溶質）이 다른 액체나 고체 

와 혼합되 어 균일한 상의 혼합물, 즉 용체 （solution）를 

생성하는 현상. 액체의 용체는 용액이라 하지만 고체의 

경우는 고용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체끼리의 혼합은 

용해라고 하지 않는다.4,5

• 용질이 용매와 섞여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을 이루 

는 것.7

- 정의 없음.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사전의 

정의조차도 확산과 용해의 정의가 혼동되어 명확히 구 

별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정의가 없는 경우도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용해와 확산의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 용어정의에 분출을 함께 정의 한 것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료에서 확산이 분출 개 

념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산과 용해는 모두 그 결과로 인해 두 물질이 균 

일하게 섞여서 용액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두 개념은 서로 뒤섞여서 정의되어 왔다. 하 

지만 확산과 용해를 정의하는데 있어, 확산은 어떤 외 

부로부터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엔트로피 증가 

에 의한 혼합의 개념으로, 용해는 반드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용매간 또는용질간의 평균인력보다 커서

Table 1. 확산, 분출, 용해의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확 산9 한 종류의 분자들이 다른 종류의 분자들 속으로 

이동하는 것

용 해9 처음 상태에서의 입자간 인력（용매와 용매간 또 

는 용질과 용질간 인력 ）은 깨지고 부분적으로 

용매와 용질간의 새 인력으로 대체되는 현상.

분 출10 진공속에 가스를 갖다 놓고 용기에 매우 작은 

구멍을 만들면 기체분자는 용기 속에서와 같은 

운동속도로 구멍을 통하여 빠져나온다. 이렇게 용 

기의 작은 구 멍을 통하여 기체가 흐르는 과정

생기는 혼합의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뚜 

렷한 차이점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분출은 작은 구멍 

을 통한 진공으로의 퍼짐이고 확산은 다른 분자들 속 

으로의 퍼짐이므로 이 둘도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용해와 확산에 관한 연구와 컴퓨터를 활 

용한 수업자료에 대한 연구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노태희 등11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화학개념 

을 조사하였는데 물질의 입자성과 확산에 대한 화학개 

념 테스트 결과 대부분이 거시적인 현상으로부터 미시 

적인 것에 관해 추론하거나, 과학 용어를 불완전하게 

사용하거나 거시적인 물리 현상을 잘못 이해하여 오가］ 

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고등학교 학생들 

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관한 질문에서는 많은 학생들 

이 화학변화나 용해와 혼동하고 있었고 물질에 관한 

질문에서도 화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자 개념 

이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변화의 구조 

적 전략 중의 하나로 분자모델을 이용한 구체적 방법 

이 물질에 대한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혼돈하고 있는 개념인 확산과 용 

해를 미시세계의 분자 개념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질의 입자성과 확산에 관한 화학개념 테스트와 같 

은 취지에서 노태희 등12은 상변화와 용해에 대한 학 

생들의 개념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은 과학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분자 운동과 인력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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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거나 분자간 인력과 화학결합을 명확하게 구별하 

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이 분자사이의 인력을 답변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어떤 

물질은 용해되고 어떤 물질은 용해가 안 되는지를 이 해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 

과 역시 지금의 교과서에서 용해의 원리가 빠져있는 것 

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찬주13의 용액 분야에 관한 중학교 학생의 오인 

분석 연구의 서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용해 현상, 

용액 등 교과서에서 언급한 개념들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고 정의가 정확하게 서술되지 못해서 오인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개념을 정리하는 용어들 

은 한 부분만 예를 제시하지 말고, 다양한 예를 제시 

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일치화시 

켜 교과서를 통한 오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지적한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 사항 

들은 이 연구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박정윤 등14은 용해에 대한 중학생들의 오인을 조사 

하고 수업을 통해 개념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용해가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사고를 요구하는 개 

념임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오인을 과학자적인 개념으 

로 전환시키는 학습전략을 개발, 적용하였다. 실험반에 

서는 오인을 처치하기 위한 학습전략으로 용해의 원리 

를 설명하였다. 이때 용해된 상태의 용매, 용질을 표현 

해 주는 큰 구슬과 작은 구슬을 이용하여 용해의 원 

리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분자의 움직임을 모델화 하는 

것으로 통제반과 수업을 차별화 하였다. 학습 결과, 개 

념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실험반이나 통제반이 통계 

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단지 실험반의 경우, 용매 

와 용질의 입자성의 분포에 대해서 유의미한 학습 효 

과가 관찰되었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 

해 보면, 구슬 모델은 물질의 입자 개념의 획득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입자간의 인력 개념 이 매우 중요 

한 용해의 원리 설명에는 부적절한 교수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현주”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용해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는데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자 

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적 개념이 발달하고 과학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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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사용 빈도수가 증가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아동들 

에게 추상적인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모델이나 모형 같은 

시각적인 학습자료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영상적인 학습자 

료와 함께 학습이 병행된다면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학습에서 생길 수 있는 학생들 

의 오개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석남 등16은 고등학교 화학에서 주기율과 전자배치 

를 중심으로 애플릿을 이용한 자율학습 자료 개발과 

적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후 성취도 검 

사와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용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매체를 통하여 학습한 학생들에 비하여 흥미도와 학습 

효과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텍스트의 나열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노태희 등1*은 분자운동과 관련하여 입자수준의 애니 

메이션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수업을 실시하고,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컴퓨 

터 화면에 제시된 입자 수준의 애니메이션이 교과서에 

제시된 정적인 삽화에 비해 분자의 운동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입자의 동적인 본성에 대한 오개념이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광근1*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적용하는 

자료는 평면적이고 단면적이며 지식의 전이력이 매우 

적은 획일화된 자료가 대부분임을 지적하고, 재미와 효 

과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및 교재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적 이론과 교 

육과정, 실제 수업 적용의 필요성 및 흐름을 잘 고려 

하여 완성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에는 학 

습 성취도 면에서 큰 향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Krajcik는 시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의 효과를 연구했다.2 비시각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집단과 시각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집단의 분자운동 

에 관한 개념변화에 관한 연구결과, 동적인 영상을 포 

함하는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한 시각적 그룹 9명중 

5명이 분자 운동적 이론과 일치하는 모델을 가졌으며, 

비시각적인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한 그룹 8명중 1명 

만이 분자 운동적 이론과 일치하는 모델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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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iser와 Kipma^r 상호 작용적인 컴퓨터 시 

뮬레이션이 열 에너지와 온도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 

해를 재구성하게 돕는다고 보고하였다.2

용해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흔히 볼 수 있 

으므로 관찰이 용이한 면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부터 제시되기 시작하여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제시되고 있다.14 그러나 용해 

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자나 이온 같 

은 미시적인 입자에 대한 개념, 즉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개념과 함께 형식적인 조작사고를 요구한다.19,20 

따라서 중학생들에게조차 용해는 어려운 개념이며, 고 

등학생들도 일상 생활을 통해서도 용해에 대한 다양 

한 선개념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개념들 중 

에는 과학자적 개념과 다른, 다양한 오인들이 많았다. 

또한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용해는 올바른 과학자적 

개념이 형성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 

어 왔다.21

화학은 원자나 분자의 개념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물질의 입자성에 관련된 

학생들의 개념을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용해와 같은 

구체적인 화학 개념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물질의 보존에만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25 따라서 학생들의 용해에 대한 이해가 

용해, 확산, 분출, 물질의 상태 등의 4가지 개념 사이 

에서 혼동되어 있지만,22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용해와 확산에 대한 학생들의 

오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업모형들 중에 동영 

상으로 미시세계의 이론과 거시세계의 현상을 연결하 

여 오개념을 올바른 과학 수정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단지 단순한 문자나 그래픽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 전개를 하는 수준의 CAI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인지를 강화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멀티미디어 학 

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3

이처럼 대부분의 용해와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오개 

념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런 개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 

한 수업자료를 개발한 연구들도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 

는 것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아직도 단순한 텍스트나 그 

래픽의 나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 및 절차

교과서 분석

초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확산이라는 용어는 사용되 

지 않았지만, 5학년 1학기 날씨 단원에서 기온에 따른 

물의 증발을 다루며, 6학년 1학기 분자 단원에서 분자 

운동과 관련하여 확산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용해에 

관련해서는 4학년 1학기의 물질의 성질 단원과, 5학년 

1학기의 용해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과서24-26내용을 

분석하였다.

확산의 내용은 중학교 河년 교과서에서 대단원 물 

질의 구성에서 '분자운동’ 단원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 

고 용해의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대단원 물질의 특성과 

분리에서 용해도 단원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과서 27-34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화학 II의 '물질의 상태와 용액’ 대 

단원 내에 기체와 용액’ 단원에서 용해와 확산의 개 

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을 중심으로 고등 

학교 교과서 35-40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분석

용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는 총 1闵41-56이다. 그리고 확산과 관련하여 분 

석한 사이트는 13개 57-69이다.

결과 및 토의

교과서 분석

확산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 초등학교 6학년 1 
학기 자연 교과서에서는 분자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분자 운동을 추리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액체의 증발에 대하여 알아보자.

암모니아의 분자 운동을 알아보자.

잉크나 색소가 물에 퍼지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잉크는 찬물과 따뜻한 물 중 어느 쪽에서 더 빨 

리 퍼지는지 알아보자.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확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퍼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분자의 운동 때문임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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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잉크 실험의 경우 이 내용의 관점은 잉크 분자 

의 운동이다. 따라서 찬물과 더운물에서 물분자 자체의 

운동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암모 

니아의 경우에도 공기의 존재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암모니아의 확산은 두 물질이 섞 이는 현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증발이나 기화와 같은 상태변화로 이 

해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액체의 증발에 대한 현상에서는 증발한 기체가 공기 

중에 퍼지는 확산의 개념보다는 상태변화의 관점에서 

증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의 날씨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온도에 따라 증발의 빠르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더운물과 찬물에서 잉크의 확산 속도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한 확산 현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 

한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날씨 단원에서 다루 

고 있다.

기온이 어떠할 때 물이 빨리 증발할까?

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생각한 대 

로 실험을 하여 보자.

기온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확산 속도를 다르 

게 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산이 올바로 이해되기 위 

해서는 눈에 관찰되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 

다는 점이다. 용어 정의와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확산은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확산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의 보편적인 설명 내용을 먼 

저 제시하고 교과서의 특징적인 설명을 그 다음에 제 

시하였다.

• 잉크가 물 속에 퍼지거나, 향수 냄새가 방안에 

퍼지는 것과 같이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나 

액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기체 분자나 액체 분자는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운동하는 성질을 지니 

고 있다. 흰 고리가 생긴 부분이 염산이 묻은 약솜 

쪽에 더 가까운 것은 암모니아가 염산 보다 가벼워 

더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 분자는 작고 가벼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확산되며 공기 속에서 보다 진공 속에서 더 빠르게 

확산된다 跖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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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띠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각 분자 

가 이동한 거리를 그 시간으로 나누면 확산속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분자들은 가벼울수록 혹卜산 속도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는 커진다.3。

• 확산에서 퍼져나가는 분자가 매질의 입자 사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31
• （확산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염화 

수소 분자나 암모니아 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들 분자가 없는 곳으로 이 

동한다꿔

이 연구에서 조사한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에는 공통 

적으로 분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염화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가 저절로 

퍼지는 성질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염화암모늄 

생성 실험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잉크의 퍼짐, 

암모니아 냄새,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을 확산의 

사례로 빼지 않고 들었다.

하지만 교과서 설명의 초점은 이러한 확산 현상의 

관찰을 통해 분자운동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라기 보 

다는, 이미 분자 운동은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 

또한 모든 분자는 고유한 분자량이 있다는 사실을 안 

다는 전제조건 아래 가벼운 기체는 확산 속도가 빠르 

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확산 

의 개념보다는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확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 

는지 확산의 용어 설명이 생략된 채로 확산의 개념을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따라서는 공기 중보다 진공 중에서 

확산이 더 빠르다는 설명도 하고있다. 확산은 섞이는 

두 물질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공 중에 

서 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이 아니라 분출 

이다. 즉, 이러한 설명은 확산과 분출 개념의 혼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출은 이 연구의 용어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진공 

으로 일정 압력의 기체가 퍼져나가는 것이며 이때 속 

도는 오직 분자량에 의존한다. 하지만 확산은 다른 매 

질 속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므로 분자 

량뿐만 아니라 온도, 충돌 지름 등 고려할 사항이 매 

우 복잡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확산의 사 

례로 공기중이나 물 속으로 기체나 액체 등이 확산하 

는 현상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조건은 거의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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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으로만 확산을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입자들은，스스로’ 퍼져 

나가는 성질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확산의 현상을 설 

명한다. 따라서 확산은 분자들이 알아서 자신의 힘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질 

입자와의 충돌에 의한 확산의 개념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확산 현상과 온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확산 현상을 전적으로 분자 

량에만 의존하여 설명한다면 확산과 온도와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확산이 일어날 때에는 퍼져나 

가는 물질뿐만 아니라 매질이 물이든 공기든 모두 분 

자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충돌하면서 퍼지는 엔트 

로피 증가에 의한 자발적인 현상인 것이다. 분자운동과 

충돌로 확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공기중과 진공 중의 

확산 차이가 설명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분자량의 개념은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 정 

립된 후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중학교 2학 

년의 확산 현상을 통한 분자 운동을 이해하는 단계에 

서 초점이 분자량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확산의 예로 제시된 내용 중에는 황산구리나 과망간 

산칼륨이 물에 퍼지는 현상이 있다.31-33 그러나 이러한 

예로는 용해 현상과 확산 현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이다. 앞서 초등학교의 경우 상태변화 현상과 확산 현 

상의 구분이 모호한 것과 유사한 문제이다. 따라서 어 

떤 현상이 두 개념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분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는 황산구리나 과망간산칼륨이 물에 용해된 후에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줄 필요 

가 있다. 요오드가 공기 중에 퍼지는 현상을 제시한 

교과서의 설명2*도 역시 승화 개념과 함께 확산의 개 

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간의 구분의 중요성은 교과서의 서술 내 

용 중 나타나는 혼동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용해 

와 확산 개념의 혼동으로 인해, 확산을 용해의 개념으 

로 설명한 교과서의 내용31도 분석되었다. 즉, 확산에서 

퍼져나가는 분자가 매질의 입자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 

가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용해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설 

명 유형으로 교과서에서 용해와 확산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에서는 확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의 보편적인 설명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교과서의 특징적인 설명을 그 다음에 제시하 

였다.

• 어떤 기체의 분자들이 열 운동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지 않는 다른 기체 속으로 저절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기체의 확산이라고 한다. ..기체 분자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향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으며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아주 

작은 구명이라도 뚫려 있으면 기체는 용기 밖으로 

새어나간다. 기체의 확산 법칙은 기체가 들어있는 용 

기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하여 새어나오는 기체의 

속도에서도 성립한다.

분자량이 다른 기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분자량과 

확산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제시.

•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 

면 기체 분자 중에서 우연히 이 구멍을 때리는 분 

자는 용기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이것을 분출 

(effusion)이라고 한다. 한 기체가 다른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기체 분자는 다 

른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또는 다공성 고체 속으로 

확산하기도 한다.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보다 더 분명히 확산 

을 분출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지 소수의 교 

과서39q에서만 확산과 분출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분출을 진공 중에 한 물 

질이 퍼져나가는 개념으로 진술하여 확산, 즉 두 물 

질의 섞임 개념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다른 교과 

서들에서는 이 교과서에서 분출의 개념으로 사용한 

설명 그대로 확산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 분자량과 확산 속도를 관련 

지음으로써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을 제시하였다. 또 

한 확산에서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강조함으로 

써 충돌에 의한 확산의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 

며, 따라서 확산과 온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 

도록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용해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 분석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자연 교과서에서는 용해 단원 

에서 용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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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와 같이 물질이 액체에 녹 

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며, 소금물처럼 물질이 액체에 

녹아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용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없이 현상으로 

만 용해를 정의하고 있으며, 용매와 용액의 예를 액체 

만 들고 있기 때문에 용매나 용액을 모두 액체로 이 

해하는 오류를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용해는 물질의 특성 중 하 

나로 용해도 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때 용해는 

보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財-쩌3234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균일하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 3"

둘째 정의는 확산의 개념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첫 

째 정의에서는 용질과 용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구별되지만, 역시 단순한 용어의 나열에서만 차이 

가 있을 뿐 고르게 섞이는 것이 용해라고 진술한 점 

에 있어서 확산의 개념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용해의 정의뿐만 아니 

라 내용이나 실험, 사례 면에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 

년의 용해 단원에서는 물질의 입자 개념이 도입되기 

어렵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물질의 입자 개념을 도 

입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다루는 용해의 개념에는 이 

러한 물질의 입자 개념이 제시되어 보다 심화된 내용으 

로 전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현상적인 관찰 수준으로 '녹아 혹은 

섞여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용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교과서34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분 

자 단원에서 물질이 연속적이지 않고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험으로 제시한 콩과 

좁쌀을 섞는 실험과 유사한 그림을 용해에 대한 설명 

으로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용해 개념을 형성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용어 정의 및 이론적 배경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용해는 입자 사이의 인력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나서 

그 구멍으로 크기가 작은 입자가 들어가는 현상으로 

용해를 설명하면 모든 물질은 다 입자의 크기가 고유 

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용해될 수 있다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두 액체를 섞어 

부피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의 목적은 용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입자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그 

러나 이 현상에서 두 액체 물질이 고르게 섞이게 된다. 

이러한 유사한 점 때문에 용해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용해를 인력의 개념으로 이해 

하지 못하고 구멍 사이에 입자가 끼어 들어가는 개념으 

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단원의 목적이 용해가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개념이 

나 입자의 인력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올바른 개념의 획득이 어려울 것이다. 

이 단원의 교과서 내용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용해의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용해도를 이용한 계산 문제의 

풀이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교과 

서33에서는 확산의 경우와 같이 용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개념을 초등학교에서 충분 

히 다루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초 

등학교에서 다루는 용해의 개념은 매우 왜곡되었기 때 

문에 보다 정확한 정의가 중학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 중에 용해의 정의를 하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는 경우에도 중학교 

수준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극히 일부의 교과서36,39 

에서만 인력의 개념으로 용해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질이 녹으려면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용질 입자들 사이나 용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자간의 

인력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히 이온성 물질의 

경우 극성 물질이지만 용해도가 매우 낮은 것이 많은 

데, 그 이유가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려면 용질과 용매의 인력 개념 

이 명확히 제시될 필距卜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 

서에서 용해를 인력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극성물질과 비극성 물질의 용해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 

에 학생들은 분필이 물에 안 녹는 이유를 비극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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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g.2. 텍스트 나열 예.45,64

及g. 3. 텍스트에 평면그림 나열 예.5*54

질이기 때문이라고오해할 가능성 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분석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개념을 설명한 

글로 구성된 정지된 화면들의 나열인 경우（房g. 2）, 이 

러한 정지 화면에 컬러 그림들이 첨가된 경우（及g. 3）, 

그리고 가상 실험을 통해 간접 실험을 할 수 있는 경 

우（Fig. 4尽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첫째와 둘째 유형은 책의 개념과 전혀 다르 

지 않다. 단지 책장을 넘기는 대신 컴퓨터의 엔터키를 

누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자유롭게 책장을 넘길 수 

Fig.4.가상실험 사이트 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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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 

으로는 교과서로는 다룰 수 없는 학습의 영역을 보조 

해 주는 수업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유형의 경우에는 직접 실험이 

가능한 경우로써 당연히 직접 실험이 더욱 큰 교육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상 실험이 필요한 경우는 실 

험 장비가 고가이거나 실험 결과 관찰이 어렵거나 위험 

할 때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내용은 관찰이 쉽고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직 

접 탐구 실험이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용해와 확산에 관련된 대부분 

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초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중, 고등학교 수준의 사이트들은 비교적 적었다. 또한 

내용의 구성 면에 있어서 다양한 사진들을 첨가하여 

시각적 효과를 준 것들이 많았다. 즉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용해와 확산에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입자적 관점으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한 경우가 몇 개 있었으나 이 사이트 역 

시 분자모형을 제시한 그림들이 평면적이고 정적인 교 

과서의 그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글로 진술된 그림에 대한 설명 역시 교과서의 수준이 

었고, 따라서 이 연구의 교과서 분석 단원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컴퓨터가 교과 도구로 활용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었다. 용해와 

확산의 개념이 올바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입자의 개 

념과 입자간의 인력 개념이 동영상적으로 표현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영상적인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 

은 글로 제시한 설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지된 그림 

과 이에 대한 설명이 가지는 효과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개념의 획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지된 화면과 이에 따르 

는 글은, 사실 입자의 움직임을 교과서 내에서 영상적 

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한 

계점 내에서 이루어져 온 표현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만화를 책으로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와, 

이를 영화로 볼 때 이해되는 경우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용해와 확산에 관한 개념을 표현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점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에서도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수업 보조 자료로서의 인터넷 사이트의 개발을 하 

였다.

이 자료는 웹 애니메이션 저작도구인 Flash 4로 제 

작되었다. 이 저작도구는 Flash 4 프로그램 없이도 응 

용파일로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 

에서 개발한 용해와 확산의 차이점에 관한 자료（房g. 

5, 6）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관찰 가능한 거시적인 용해 

와 확산현상으로부터 미시세계의 입자 관점으로의 연 

결을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입자적인 관점으로 

용해와 확산을 이해하도록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화면에 대한 부과설명을 화면상 

에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이 마우스를 이용해 입자의 움 

직임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좀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구분하고자 

했던 용해와 확산의 차이점을 입자의 움직임과 인력개 

념으로 한 화면에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용해와 확산

Fig. 5. 확산과 용해를 구별할 수 있게 개발된 자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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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확산과 용해를 구별할 수 있 게 개 발된 자료 2.68

Fig. 7. 확산과 분출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게 개발된 자료.68

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확산과 관련해 많은 교과서 및 대부분의 자료 

에서 분출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같 

은 엔트로피 증가에 의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분자 

들 속으로 이동하는 확산과, 작은 구멍을 통해 진공으 

로의 퍼짐을 나타내는 분출의 차이점을 비교한 동영상 

자료 (Fg. 7彊 개발함으로써 좀더 확산의 개념을 명료 

화하였다.

용해와 관련해서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의 용해 

도를 이용하여 각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 (Fig. 8, 9＞를 함께 개발하였다. 용해 

도와 관련된 컴퓨터 보조자료에서는 이온결합물질과 공

Fig. 8. 물질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개발된 자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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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g. 9. 물질에 따른 용해 도의 차이 를 구별할 수 있 게 개 발된 자료 2.68

유결합물질이 각각 물에 의해 용해되면서 입자와 입자 

간의 인력 개념으로 어떠한 용해도의 차이를 보이는가 

를 확인 할 수 있어 용해성 차이를 통한 물질의 특성 

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及g. 8). 그리고, 

이온결합물질의 경우 각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특성 

에 따라 같은 수의 물분자와 결합하는 용질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달라짐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개발 

(Fig. 9)하였다. 현재까지 개발한 이러한 자료는 ‘http:/ 
/www.science.or.kr/lee/chemistry.html'의 '용해와 확산’ 

영역에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초, 중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확산과 용 

해의 개념이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일한 차이 중 하나는 확산은 퍼진다는 것으로, 용 

해는 섞인다는 것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국문학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학적 변별력 

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70 그 외에도 확산은 상태변화, 

분출의 개념과도 혼동되어 서술되었으며, 확산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다른 입자와의 충돌의 개념이 거의 

배제된 채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혼동은 아마도 용해, 확산, 상태변화 등의 현 

상 후에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인다는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거시세계에서 눈으로 관찰할 때에는 

이러한 개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미시세계의 입자 

와 입자간 인력의 개념으로 제시할 때 비로소 정확한 

과학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 고등학교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용해와 확산의 용 

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는 분명히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미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에서 정확한 

과학 개념, 즉 입자관과 입자간의 인력 개념으로 명확 

히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한 경우는 매우 드믈었다. 오 

히려 많은 잘못된 개념들을 통해 용해나 확산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 

교나 중학교의 경우에 더 심했는데, 이는 아마도 충분 

히 정확한 과학 개념을 설명하기에 학습자의 사전 지 

식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만을 선별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용해나 용액의 개념에 반드시 액체의 사례가 들 

어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고등학교에서는 보 

다 정확한 입자 개념의 도입으로 이러한 과학 개념의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입자 개념이나 인력의 개념을 말 

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동영상적인 

수업 보조 자료로 제시해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성의 움직 

임이나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은 개념도 모델을 이용하 

여 초등학교에서 중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교육에 관련된 많은 선행 연 

구에서는 과학적 개념 획득의 실패 원인을 학습자의 

인지 상태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인지 용량이나 인지 

수준, 오개념에 갈등 상황을 제공하는 연구, 인지 가속 

에 관련된 연구 등은 모두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올바른 개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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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 

을 영상적 기법을 써서 보다 정확히 학습자에게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7'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 

구에서 소재로 선택한 용해와 확산의 경우에는 입자관 

과 입자간의 인력 개념이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였다.

앞서 여러 문헌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 교 

과서는 지면이라는 한계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정확한 

과학 개념의 전달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관련 개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왜곡된 사례로 개념의 정의를 대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의 해설에서도 

“..변화하는 현상은 실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 

나 현상에 대한 이유를 분자운동과 관련지어 야 하므로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분자 모형이나 시범 실 

험을 통해 구체화시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학생들 

에게 입자론적 물질관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72라 

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정확한 과학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입자운동 개념과 

입자 인력 개념으로 과학적 현상을 진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입자론적 물질관은 실험을 통해 관찰한다고 

해도 거시세계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이 

러한 미시 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컴퓨터 

수업 보조자료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소재로 선택한 용해와 확산은 화학에서 

뿐만 아니라 생물에서 삼투압이나 호흡, 지구과학에서 

습도나 포화수증기량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개념이다. 특히 포화수증기량은 물의 상태변화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포화의 개념에는 용해의 개념이 

뒤따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생물과 지구과 

학 단원에서 거시세계의 관찰 가능한 수준에서만 다루 

어져 왔다. 따라서 물질의 입자관을 통해 이러한 과학 

개념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한 동영상적 인 수업 보조 교재의 개발이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距卜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 그 교육적 효과가 검 

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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