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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과학 교사들의 과학과 교수• 학습 설계 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 •도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교수 • 학습 과정 안에 나타나 

는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를 조사하였다.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는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 

태，단원에 한정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내용 요소는 물질의 상태 변화, 분자, 분자 모형이었다. 그 결 

과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는 플라즈마, 상평형, 눈 

이 생기는 현상, 물의 특이성, 결정성과 비결정성 고체의 분류, 열에너지, 물리 변화 등 7종류였으며, ‘분 

자 모형，에서는 분자 운동, 밀도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 분자，에서 는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가 발견 

되지 않았다.

주제어 : 과학 교육과정, 교수 • 학습 과정 안, 물질 의 세 가지 상태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unsuitable cases for the hierarchy of the curriculum in science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which is on the web site of the each city's support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Seoul Science Park with a purpose of giving helpful data for science teachers at lessons. The 
investigation is limited to 'Three states of matter' unit for the 7 th grade and the content elements used at 
analysis was the "state changes of matter", "molecule" and "molecular model". The case found for unsuitable 
case for the hierarchy of the curriculum was phase equilibrium, ice crystal theory, peculiar property of water, 
classification of solid, thermal energy and physical change at the " state changes of matter". While the 
"molecular model" showed molecular motion and density. On the other hand, no case was found at "molecule".

Keywords: Science curriculum,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Three states of matter

서론 시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을 배경학문에 근거하여

작성한 문서로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있다. 그 중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반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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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아래에 건전한 시민의 소양으로서 과학을 배 

울 수 있도록 내용이 개발되어 있다.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개념의 수준과 범위를 달리하여 초, 중, 고등 

학교에 과학 개념들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초, 중, 고등학교에 반복하여 제 시되는 과학 

개념들은 단순히 반복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확대 

가 되기 때문에 교수 • 학습 및 평가를 설계하는 교 

사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교육과정 상의 과학 개 

념이 같은 학년 내의 앞, 뒤 수준과의 관계, 학년 

간의 상, 하 수준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학습자에 게 효율적 인 학습을 제 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 에서 예상되는 자세한 상 

황들을 포함한 수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교 

수 • 학습 과정 안을 작성 한다.2 그래 서 교수 • 학습 

과정 안은 학습목표 달성 을 위 한 도구로서3 교수 •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구성 되어 야 

함은 물론이 고,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위 차시 의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작성 과정 에 서 

단위 차시의 내용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단원 

전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는 등4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 에서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5-7
교육과정을 교수 • 학습 및 평가 설계에 이용하 

지 않거나 교육과정의 위계를 잘못 해석하여 교 

육과정 작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수업은 학습 

자의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습 능률 

을 감소시킨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교사가 많으며,8-11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 없이 교과서를 수 

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12
중학교 1학년의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은 

주위 현상을 관찰 중심으로 과학을 배우는 초등 

학교 과학과 차별하여 처음으로 미 시적 세 계관을 

학습하는 단원이다. 초등학교에는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거시적 현상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였지만, 이 단원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분자에 대한 이해와 분자 배열의 관점에서 물질 

의 상태를 해석하게 된다. 분자의 개념은 화학에 

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러한 입자적 관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찾 

아볼 수 있다.13-16 하지만 여전히 이 단원을 공부한 

학생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17 물질을 구성 하는 알갱이 를 분자가 아 

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알갱이로 오해하고 있 

다.18 이는 중학교에서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관점을 미 

시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9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과학 개념이 가진 교육과 

정 상의 위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국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 

다. 서민희 등7은 우리나라 각 시 • 도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교수 • 학습 과정 안 작성 에 도움을 주기 

위 해 제 공하는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분석 한 바 있 

다. 그 연구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단원에서 교육 

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제 

시 하며,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요소별로 교육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의 등장 시기를 단원 내, 학 

년 내, 학년 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서민희 등7의 후속 연구로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에서 발견되는 교육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과학 교사 

들의 과학과 교수 • 학습 설 계 시 도움이 되 는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교사들은 교수 • 학습 자료를 얻기 위 해 에듀넷 

이나 교육청 의 교수학습지 원센터 홈페이지를 방 

문하고 있으며,20 시 • 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와 교 

사들의 장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 • 도 

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게재되는 

교수 • 학습 과정 안에 대한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 

다. 그래서 15개 지역 시 • 도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홈페 이 지 에 게 재 되 어 있는 교수 • 학습 과정 안 10 
종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근거한 분석을 하였다.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선정은 대 단원 전체 내용 

을 담은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우선 순위 로 수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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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pective to analyse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Curriculum Content elements Perspective to analyse

Observe various state changes like 
vaporization, liquefaction, solidification, 
fusion, sublimation and various pheno
mena at those changes through experi
ment, ...and, find the case of various 
state changes in the circumference.

state change 
of matter

- Observe phenomena of state changes of matter.
- Express state changes in scientific language as vapori

zation, liquefaction, solidification.
- Observe state changes of matter in the process of cool

ing, heating and comment just that this process is 
connected with heat.

...out of this, understand that the matter 
is composed of basic particles called 
molecule. ...

molecule

- Suggest the conception toward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through the observation of phenomena of state 
changes.

- The matter is composed of particles called molecule.
- Molecule is basic particle with the nature of matter.

Express state of matter with molecular 
model, compare difference of molecular 
arrangement according to state of matter.

molecular 
model

- Understand difference of molecular arrangement at each 
state with molecular model.

였으며, 대 단원 전체의 내용이 아닌 일부 차시만 

을 담은 경우 교수 • 학습 과정안의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과정안을 위주로 수집하였다.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서 거시적 현상을 중심 으로 물 

질의 상태 변화를 다루던 것과는 달리 입자론적 

물질관에 근거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분자 

를 이용하여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배열로 설 

명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물질의 상 

태 변화를 거시적 현상을 통하여 다루는 문제가 

있다.17-19 물질의 상태와 관련된 개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 

지’ 단원에서 입자론적 물질관에 근거하여 물질 

의 상태를 위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위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할 경우 

후속 학습 내용을 강조하면서 해당 단원 내용을 

이해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 

릴 가능성이 높다. 물질의 상태와 관련된 개념은 

제 7차 교육과정 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21 본 연구에서 도출 

한 결과는 2010학년도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 근거하여 출시되는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 

와 교수 • 학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을 대상으로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분석 하 

는 것 은 교사들이 교수 • 학습 설 계 시 범 하는 교육 

과정 위 계적 실수 사례를 제 시하여 교수 • 학습 설 

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교수 • 학습 과정안 분석을 위한 분석의 관점 

도출.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교육과정 위 계 분석1 * * * * *) 

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1과 교육과정 해설끄-24 
에 근거하여 단원에 포함된 내용 요소들을 추출 

하고 정의함으로써 분석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서민희 등7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 

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 교육과정 위계 분석이란 유사한 학습 개념 요소들이

교육과정의 단원 간 또는 학년 간 가지는 수준과 범 위

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원에 제

시된 개념이 의도하는 목표 수준 진술을 위 해 초등, 고
등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 단원에 포함된 개념의 수

직적 연계성 분석하였다.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분석 . 연구 대상인 10종 

의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분석 에 서민희 등7의 연 

구에서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분석 시 이 용한 교육 

과정 오류 유형 분류틀을 이용하였으나, 이 연구 

는 교육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연구 

에 한정 하여, 교수 • 학습 과정 안의 요소별 분석 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

교수 • 학습 과정안 분석을 위한 분석의 관점

본 연구에서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분석 에 이 용 

한 분석의 관점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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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우기 

전에 물질의 상태에 관한 이해는 기본적인 선수 

학습 내 용이 다. 물질 의 상태 에 관한 학습은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주위의 물질 알아보기’ 
단원에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의 성질을 이 

용하여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하는 것을 

배운 뒤, ‘여러 가지 고체의 성질 알아보기’ 단원 

에서 고체의 성질을, 4학년 ‘여러 가지 액체의 성 

질 알아보기’ 단원에서 액체의 성질을, 6학년 ‘기 

체의 성질’ 단원에서 기체의 성질을 배운다. 그리 

고 4학년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에서는 물을 얼 

리는 실험을 이용하여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과 이 때 동반하는 현상들을 관찰을 

통하여 배우고, 물을 가열하는 실험을 통하여 액 

체가 기 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과 이 때 동반하 

는 현상들을 관찰을 통하여 배운다.
중학교 교육과정인 이 단원에서는 기화와 액 

화, 응고와 융해 등을 통하여 액 체와 기체, 액체와 

고체 사이의 양방향으로의 상태 변화를 모두 관 

찰하여 상태 변화 시 동반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후 중학교에서는 ‘분자의 운동’ 단원과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상태 변화와 관련 

하여 분자의 운동과 상태 변화 시 필요한 에너지 

에 관하여 다루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화학 I의，물’ 단원에서 상태 변 

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물 분자의 구조와 수소결 

합을 이용하여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화학 II의 

，기체, 액체, 고체’ 단원에서 물질의 상변화를 상 

평형 곡선을 이용하여 배우며, 고체는 결정성 고 

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구분함을 배운다.

분자.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현상을 거시적으 

로 다루기 때문에 분자의 개념을 전혀 다루지 않 

는다. 초등학교 3 학년，주위 의 물질 알아보기 ’ 단 

원에서 물체의 성질과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성 

질이 유사하다는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하여 전혀 

배우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의 이 단원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 

화 현상을 관찰한 뒤, 물질이 분자라는 입 자로 이 

루어져 있음을 추리하게 한다. 그리고 기화와 액 

화, 융해와 응고, 승화와 같이 서로 상대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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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변화는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알아냄으로써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질을 구성 하는 알갱 이 자체를 변화시 키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물질 

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알갱이를 분자라고 부 

른다는 것을 배운다.
중학교의 이 단원 이후에서는，분자의 운동’ 단 

원에서는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 에 서 분자가 운동함을 다루고,，상태 변 

화와 에너지’ 단원에서는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필요하며, 상태 변화 전후 분자의 운동이 달라짐 

을 다룬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물질의 구성’ 단 

원에서 화학 변화의 양적 관계를 설명하는 과학 

사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물질의 입자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자세히 다루며, 9학년，물질 변화에 

서의 규칙성’ 단원에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구분하면서 분자가 단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것뿐만아니라물질의 성질을결정하는입자임을 

배운다.

분자 모형. 초등학교에서는 분자를 다루지 않 

아 분자 모형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는 

다. 중학교 1 학년의 이 단원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 

화를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분자 배열의 차이로 

설명한다. 상태 변화 시 관찰되는 거시적인 현상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물질 

의 세 가지 상태를 표현하고 서로 배열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함으로써 고체, 액체, 기체의 

성질 차이까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분자 

배열을 상태 변화의 현상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 

해 설명하며, 열에너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 

는다.
중학교의 이 단원 이후에서는，분자의 운동’ 단 

원에서 압력이나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와 이때 분자의 운동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 분자 

모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도 상태 변화 과정을 분자 운동과 관련 

지어 설명하기 위해 분자 모형을 사용한다. 그리 

고 중학교 3학년，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단원 

에서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의 구분,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 보존, 일정성분비의 법칙 등을 설명 

하기 위해 분자 모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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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nsuitable cases for the hierarchy of the curriculum in content elements

Content 
elements Unsuitable cases Number Related grade and unit

plasma 2 10th grade 'Electrolyte and Ion’
phase equilibrium 2 12th grade 'Gas, Liquid, Solid’

state ice crystal theory 1 9th grade 'Cycle of water and Weather change’
change of peculiar property of water 1 11th grade 'Water’，12th grade 'Chemical bond’

matter classification of solid 1 12th grade 'Gas, Liquid, Solid’
thermal energy 34 7th grade 'State change and Energy’
physical change 2 9th grade 'The rules of matter change'

molecular (do not exist) -

molecular molecular motion 28 7th grade 'Molecular motion5, 7th grade 'State change and Energy'
model density 1 8th grade 'The properties of matter’

고등학교 1 학년에서는 ‘물질’ 단원에서 전해질 

과 산과 염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온을 나타내는 

입자 모형을 사용한다.

교수 • 학습 과정안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위 

계에 부적합한 사례

교수 • 학습 과정안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교 

육과정 위계 에 부적합한 사례 를 중학교 1학년 ‘물 

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의 내용 요소별로 분류하 

여 제시하였다 (Table 2).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플라즈마’. 다음은 형 

성평가 문항으로, 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하고 ‘플라즈마’를 답으로 찾게 하는 사례 이다.

표면 온도가 6000 °C 정도로 높은 태양에서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온도가 놓은 곳에서는 물질이 모두 기체 상태로 존 

재할 것 같다. 그러나 태양과 같이 온도가 매우 놓 

은 곳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들이 더욱 더 작 

게 쪼개져 전기를 띤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 

태를 ( )라고 한다.

플라즈마를 물질의 제 4의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여 물질의 상태 단원에 도입한 것인데, 플라즈 

마는 특별한 상황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하를 띤 입자 

인 이온은 10학년 ‘물질’ 단원에서 배우므로, 플라 

즈마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은 물론이고 플라즈마 

를 설명하는 내용조차 7학년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플라즈마를 설명하는 글 속에 단지 '물질 

의 상태’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분자의 배 열 차 

이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플라즈마 상태는 초고 

온 상태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 

는 상태를 말하므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구분과 

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온을 배우는 10학년에서 

읽기 자료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상평형 그림，.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주변의 물질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심화 학습 과정에서 상평형 그림을 이 

용하여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고 나아가 승화성 

물질이 승화성을 나타내 는 이유를 설명한 사례이 

다(历g.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상평형 그림과 관련짓 

는 것은 12학년 '물질의 상태와 용액-기체, 액체, 
고체’ 단원에서 학습하게 된다. 7학년에서는 그래 

프 해석이나 정량적인 접근이 아닌 물질의 상태 

변화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고 생활 주위 

에서 여러 가지 상태 변화의 예를 찾도록 한다. 따 

라서 상평형 그림을 이용하여 물질의 상태를 설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드라이아이스 

나 요오드가 승화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 

록 하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눈이 생기는 현상，.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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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diagram
Matter can exist as state of gas, liquid and solid 

by temperature and pressure and this state is called 
phase, and this relation can be illustrated as phase 
diagram.

This phase diagram shows that the state of water 
(liquid) exists at one block, and two states coexist in 
equilibrium at the line which is illustrated by tempera
ture and pressure. And line AT means liquid and gas 
in equilibrium, BT means solid and gas, CT means 
solid and liquid. T is triple point which means tempera
ture and pressure at which liquid, gas, solid coexist.

2侣3| c[ A

liquid /

I「l/ 
푼 T土

0.0 0.01 100 374

Temperature (oC)

Atmospheric pressure near the surface of the earth 
is about 1 atm. Phase diagram shows that water can 
exist as solid, liquid and gas by temperature under 1 
atm, and also shows that solid water will change to 
gas water below 0.006 atm. Dry ice and Iodide is 
sublimable substances. The reason why these sub
stances can sublime under 1 atm is that their pressure 
of triple point is higher than 1 atm.

Fig. 1. The case of phase diagram in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은 교육과정에서 ‘생활주위에서 여러 가지 상태 변 

화의 예를 찾는다’가 제시된 것에 따라 교수 - 학습 

과정안의 형성평가로 눈이 생기는 현상이 어떤 상 

태 변화에 해당하는지 찾게 하는 사례이다 (Fig. 2).
그런데 눈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9학년 ‘물의 순 

환과 날씨 변화’ 단원의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응 

결에 의하여 구름이 만들어짐을 이해하고’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생활 주위에서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는 상태 변화의 예로는 적절하 

지 못하다. 눈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음으로 응 

결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생활 주위에서는 

고체 상태의 눈만 볼 수 있으며, 실제 눈이 액체 인 

물에 서 만들어 지 는지, 기 체 인 수증기 에서 만들어 

Figure is state change of water. Which is best related 
to the circumstance of snow making in the sky?

①A ②B (③)C ④D ⑤E

Fig. 2. The case of ice crystal theory in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지는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9학년 에서 눈이 만들어 지는 현 

상을 배운 뒤 상태 변화에 관해 물어보거나 또는 

읽 기 자료의 형태로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물의 특이성(수소결 

합)’. 다음은 수소결합이라는 물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묻는 사례이다.

물이 다른 물질과 달리 액체 상태일 때 가장 부피가 

작은 이유를 알아보자.

4학년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에서는 물을 소 

재로 상태 변화에 접근하는 등 상태 변화의 소재 

로 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물이 우리 생 활 

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액체와 달리 

물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지 않 

고 오히려 감소하는 온도 구간이 나타나는 등 수 

소결합으로 인해 다른 액체에서는 볼 수 없는 독 

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화학 결합 

에 관한 이해가 가능해야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물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이 가진 화학 결합 

에 관한 내용은 11 학년 화학 I의 ‘주변의 물질-물’ 
단원과 12학년 화학 II의 ‘물질의 구조-화학 결합’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7학년 학생들에게 

물의 상태 변화 시 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에 관 

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결정성, 비결정성 고 

체’. 다음은 12학년 ‘물질의 상태와 용액-기체, 액 

2009, Vol. 53, No. 6



790 서민희 • 최원호

체, 고체’ 단원에서 고체 구조의 규칙성에 따라 결 

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구분하는 내용을 

학습 내용 정리에 사용한 사례이다.

고체 :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며, 온도에 의해 

서는 부피가 변하지만 압력에는 불변이다.
① 결정성고체: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며녹 

는점이 일정하다.
（예） 얼음, 소금, 구리, 다이아몬드 등

② 비결정성 고체 :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이 

며, 녹는점이 일정하지 않다.
（예） 유리, 플라스틱 수지 등.

초등학교에서 는 고체를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 로 다루고 중학교에서 는 고체의 특징 을 분자 

의 배열로 다루며 액체, 기체와 구별한다. 7학년 

에서 분자의 개념과 분자 배열을 처음으로 도입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분자의 개념과 물질의 

상태 변화를 분자 배열로 설명하는 것에도 익숙 

흐卜지 않다. 그러 므로 분자 배열의 상위 개념인 결 

정 구조를 제시하거나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구분하는 내용은 7학년 수준의 학생들에 

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열에너지’. 다음은 물 

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을 다룬 사 

례이다.

물이 끓어 수증기로 될 때의 변화로 잘못된 것은?
①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남（액체 一 기체）
② 물의 부피 증가

③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열을 흡수한다.
④ 물의 성질과 수증기의 성질이 다르다.
⑤ 기체로 되면 분자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4학년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에서는 물을 가 

열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 

하면서 물의 상태 변화에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7학년에서도 상태 변화를 실험적으 

로 관찰하기 위해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상태 변화 과정의 관찰을 통해 

물질 이 분자라는 입 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므로 중학교 1 학년 과학교

Fig. 3. Good example treating state change in 'Three states 
of matter' unit25

과서23에 제시 된 Fig. 3처 럼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 

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적절하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의 열 

의 흡수, 방출 과정은 7학년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다룬다. 7학년은 초등학교 과학과 달리 

입자론적 물질관을 처음으로 소개하며, 물질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현 

재 내용만으로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태 

변화에 동반하는 에너지 변화는 실험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나 입자론적 물질관에 대한 이해 

는 실험 결과로 쉽게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 

생 입장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에 교수 • 학습 

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물질의 상태 변화 관찰 

을 통해 물질 구성 입자에 대한 추론 능력을 발휘 

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와 관련한 

후속 단원의 내용이 이 단원에 포함되지 않게 하 

는 것이 적절하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물리 변화’. 다음은 물 

의 상태 변화가 물리 변화라는 점에 근거하여 물 

리 변화의 용어를 사용한 사례이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질량 변화 ② 부피 변화 ③ 용해 현상

④ 변형 ⑤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가 물리 변화에 해당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물리 변화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과학과 교수 • 학습 과정안의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 연구 -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791

Table 3. The case of density in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state solid liquid gas

intermolecular 
force large small very small

intermolecular 
distance very small small large

molecular 
motion vibrate active very active

density large medium small

며, 9 학년 ‘물질 변화에서의 규직성’ 단원에서 화 

학 변화와 구별하여 다룬다. 그러므로 ‘물리 변화’ 
라는 용어 대신 ‘물의 상태 변화’나 ‘물이 고체로 

변할 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자 모형

분자 모형에서 ‘분자 운동’. 다음은 물질의 상 

태 변화 과정에서 분자 운동을 다룬 사례이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의 

간격이 가장 넓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는 무엇 

인가?

7학년 이 단원에서는 물질의 각 상태가 가지는 

특징과 차이를 입자 모형을 이용하여 분자 배열 

의 차이로 이해하게 된다. 분자의 운동은，분자의 

운동’ 단원에서 다루고, 열에너지 출입 과정에서 

의 분자 운동은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다 

룬다. 이 단원에서 분자 배열의 차이와 함께 분자 

운동을 함께 다루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 

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 

자 배열의 차이에 학습의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분자 운 

동의 개념은 다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분자 모형 에서 ‘밀도’. 표는 교수 학습 과정 안 

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의 차이를 설명한 

사례이다 (Table 3). 밀도의 개념과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것은 8학년 '물질의 특성’ 단원에 

서 배우게 되며, 7학년 이 단원에서는 분자 모형을 

도입하여 각 상태에서의 분자 배열의 차이만을 

다루게 된다. 표의 내용처럼 고체에서 액체, 기체 

로 갈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밀도 

가 작아지 게 되지만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의 차 

이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밀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에 

서 발견되는 교육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를 

제 시 하여 과학 교사들의 과학과 교수 • 학습 설 계 

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된 15개 지역 

시 • 도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 

되 어 있는 교수 • 학습 과정 안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교수 • 학습 과정 안은 학습 목표 달성 을 위 한 도 

구로서, 수업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계 에 비 

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으 

로 분석 한 모든 교수 • 학습 과정 안에 서 교육과정 

위계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7학년 '물 

질의 세 가지 상태’와 같은 학년에 있는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년의 수 

준을 넘는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도 있었다.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물질의 상태 변화, 분자, 분자 모형으 

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내용 요소 별로 발견된 사례 

는 우선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플라즈마, 상평형, 
눈이 생기는 현상, 물의 특이성, 결정성과 비결정 

성 고체의 분류, 열에너지, 물리 변화이다. 분자와 

관련하여 분석 한 결과 분석 한 교수 • 학습 과정 안 

은 모두 상태 변화 실험을 통하여 물질이 분자라 

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리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과정 위계 부적합 사례로 발 

견된 것이 없었다. 분자 모형에서는 분자 운동, 밀 

도가 발견되었다.
7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이 '물질의 상태 변화’,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을 거치 

면서 물질에 대한 입자적 관점이 점진적으로 발 

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위 

계에 대한 충분한 해석 없이 교수 • 학습 계획을 세 

우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단원에 해당하는 교 

2009, Vol. 53, No. 6



792 서민희 • 최원호

육과정 내용을 수업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비슷한 개념을 수준과 

범위를 달리하여 여러 학년에 반복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 그러므로 상 • 하위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개념 사이의 위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위 

교육과정의 어려운 개념을 그대로 수업에 이용하 

여 학생들의 수업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교수 • 학습 과정안은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특 

징에 따라 교사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 

만 수업은 우수한 학생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 

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교육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교 

육과정 위계에 적 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교수 • 학 

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을 떨어 

뜨려 결국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과정 및 학 

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기 어렵 게 만든다. 그러 

므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실무 워크숍과 예비 과학 

교사들을 위한 사범대 교육과정 에서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의 개설로 좀 더 질 

높고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몇 가지 교수 • 학습 과정안을 대상 

으로 과학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행 정도를 알아 

보았지만 실제 수업에서 교육과정 이행 정도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이다. 이 연구가 

현장 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에 도 

움이 되기 위해 수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좀 더 

많은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가 이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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