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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1945년 교수요목기의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과서까지 수용액에서 강산의 이온화

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현직 화학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수용액에서 강산의 화학종에 대한 인식과 이온화도를 고려하

였을 때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는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 값을

근거로 강산의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화학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강산의 정의와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강산 수용액, 화학교과서, 화학 교사, 이온화도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textbook contents related to the ionization degree of strong acid in water were analyzed

from 1945 year syllabus to chemistry II textbook in 2009 revised curriculum. Fifty chemistry teachers' cognition related to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onization was surveyed by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s results, most of the teachers thought the species of strong acid in water based on the degree of ionization

represented on the chemistry II textbooks. They didn’t recognize the conflict of the degree of ionization and definition of

strong acid on the textbooks, and then they awakened the conflict,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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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과 염기의 반응’은 화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1 산성을 나타내는 산도 혹은 pH의 개념이나

강산과 강염기에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화학까지 꾸준하게 다루어지며, 학생들의 관련 개념에 대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8 특히 강산의

대표적인 사례인 염산이나 황산은 초등학교 과학에서부

터 제시되는 물질로 그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는 물

질의 산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산이라는 개념의 정의9는 ‘수용액에서 완전히 해리

하는 물질’ 이므로, 수용액 속의 수소 이온 존재 정도와

강산이라는 용어 정의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많은 학생들

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

들의 사고의 문제는 과학 개념의 습득에서 발생하는 어

려움이라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용어는 과학자 사회에서, 혹은 과학교육자

사회에서 합의되어 제시되므로 이를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지도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지적한 선행연구10-13와 교과서 서술 내용의 오류를 지

적한 선행연구14-18 등이 있다. 

특히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이며, 학생과 교육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기 때

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19 과학 지식은 사회적, 문화

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20 인간이 만든 지식의 일종으

로서 과학 개념은 과학의 본성, 제한점, 형성 과정에서의

정당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충돌하

는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산에 대한 개

념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강산의 화학종

에 대한 시각이 연구자마다 다른데, 이는 이온화도에 근

거한 사고로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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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들이 강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과서 설명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강산의 이온화도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표현 방식과

연결하여 화학 교사들이 강산의 개념에서 느끼는 혼란과

과학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강산에 관련된 개념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강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H+)

과 음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산을 말하며, 염산(HCl),

브로민화수소산(HBr), 아이오딘화수소산(HI), 황산(H2SO4),

질산(HNO3), 과염소산(HClO4) 등이 이에 속한다. 산 HA

가 물에 녹으면 수용액에서 이온들 사이에 평형을 이룬

다. 강산은 수용액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온화되는 산

을 말한다. 염산(HCl)은 강산이고 따라서 물속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반응을 한다.

HCl(aq) + H2O(l) → H3O
+(aq) + Cl-(aq)

이때 이중 화살표가 아니라 단일 화살표를 사용하여 반

응이 실질적으로 완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21,2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

는 점이다. 기체 상태에서라면 HCl의 극성 공유결합이 깨

져서 H+와 Cl-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온도가 아주 높아서

이들 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크지 않는 한 이들은 곧

전기적 인력에 의해 끌려서 재결합할 것이다. 그러나 수

용액에서는 이들 이온은 물에 둘러싸여 크게 안정화된다.

이온의 안정화 효과는 HCl 분자의 안정화 효과보다 훨씬

크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음성도가 높은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HCl로 되돌아

가려는 경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역반응이 일어난다 해

도 HCl은 즉시 다시 해리하므로, HCl은 거의 100% 해리

한다고 볼 수 있다.23 즉, 강산은 물속에서 거의 100% 이

온화되는 물질로 보아야 한다.9,24-26 고등학교에서 화학교

재로 널리 사용되는 영국, 호주, 캐나다의 화학 교재27-29

에서는 강산을 100% 이온화된 것으로 제시하였고, 일본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등학교 化學 I 교재30-32에서

는 강산의 해리도 α를 거의 1에 가깝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산(HCl)이 ‘100% 이온화한다.’는 설명

이나 ‘강산의 이온화도 α를 거의 1에 가깝다.’고 설명한

경우에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표현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온화도 α가 거의

1이라는 의미가 0.96 정도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거의 1이라는 의미는 0.99999999999 정도를

의미하고 99.999999999% 이온화하는 것이다. 이때 연속

적인 9값은 더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점 둘째 자

리까지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수를 반올림하였을 때 1로

표현하고, 100% 이온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

다.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

는 표현에는 HCl이 일부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로부터 부적절한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

았다.

0.1몰의 염산이나 과염소산을 물에 녹여 1.0 L의 용액

을 만들면 0.1 M의 H3O
+(aq)가 만들어진다. 용액에서 산

염기 성질은 H3O
+(aq)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이

들 두 강산은 수소 이온을 내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다름

에도 불구하고, 물에서는 같은 산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는 두 강산이 수용액에서 같은 수의 수소 이온을 내놓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매가 물일 때 강산은 모두 같은

세기의 산으로 작용하므로 물은 강산 집단(HCl, HBr, HI,

H2SO4, HNO3, HClO4 등)에 대하여 평준화 효과를 가진

다고 말한다. 즉, 강산과 물의 반응은 평형에서 오른쪽으

로 매우 심하게 치우쳐 있으므로, 이 산들 간의 이온화

차이는 검출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진다. 물속에서 강산

의 이온화 상수는 너무 커서 서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없다.

‘H3O
+보다 더 강한 산이거나 OH-보다 더 강한 염기들은

물과 완전히 반응한다.’라는 평준화 효과(leveling effect)

현상으로 인해, 강산과 강염기의 이온화도를 물속에서 재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33 강산끼리의 이온화도를 측정하

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적 산의 세기는 물보다 약한 용매

로 바꾸어서 측정하거나 특수기술을 이용한다. 만약 사용

하는 용매가 충분히 약한 염기(물보다 H+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작은 것)이면, 비교적 강한 산일지라도 부분적으

로만 이온화된다. 예를 들면, 디에틸에테르(C2H5OC2H5)

용매에서 HCl은 HClO4보다 이온화가 덜 되므로 HCl은

HClO4보다 약한 산으로 표현된다.23 따라서 이온화도는

동일한 용매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므로, 서로의 크기를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염산의 수용액 상태에 대한 선행 연구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6,8 중에 강산의 일종인 염산(HCl)

의 수용액 상태를 묻는 문항이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액에서 염산이 어떤 형태로 존

재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옳

은 답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4에서는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를 옳은 답으로 보았고, ‘모

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를 오개념으로 보았

다. 화학II 교과서에 제시된 염산의 이온화도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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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

를 옳은 답으로 본 것이다. 대부분의 화학II 교과서에서

는 20 oC에서 0.1 M 염산(HCl)의 이온화도를 0.93(또는

0.94)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93%가 이온화되고 7%가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

이다. 

그러나 강산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면 수용액에서 강산의

이온화도는 0.93이 될 수 없다. 만약 교과서의 내용에서

제시한 것처럼 염산의 이온화도를 0.93으로 본다면, 이를

이온화 상수 공식(Ka=Cα2/(1-α))에 대입했을 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상황처럼 0.1 M로 초기농도를 가정하

면 1.24라는 값을 얻게 된다. 이 값은 Ka=107이라는 값과

전혀 다르므로, 염산의 이온화도를 0.93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5-7에서는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답을 모두 옳은 개념으로 인정하였으

며, 그 근거로 평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염산의 Ka

값이 107이고 화학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에 녹

은 HCl 분자 중 극히 일부는 이온화되지 않고 분자 형태

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산의 정의가 물속에서

100% 이온화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해 ‘모두 H+ 이

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와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를 모두 답으로 인정하

였다. 이러한 사고에는 일부 존재하는 HCl 분자의 양이

극히 작으므로 무시할 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6~7%의 HCl 분자 형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선행연구2,3,8에서는 ‘모두 H+ 이온과 Cl- 이온

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을 답으로 보았고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답은 틀린 것

으로 간주하였다. 이 세 편의 선행연구의 연구자들은 극

히 적은 양의 HCl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연구 논문에

서조차도 강산의 개념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크

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강산 수용액의 이온화도에 대한 내용

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제시하는가? 둘째, 강산의 정의

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산 수용액에서 분자의 존재에 대

한 교사들의 생각과 강산의 이온화도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산염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교수요목

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과서까지 76 종의 교

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강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문항은 선다형과 선택

이유를 설명하는 서술형 문항의 짝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은 총 4개로, 선행연구6,8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일

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항의 자료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중34-36에서 스캔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화학

교사 5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응답 형

태에 근거해 문항을 수정한 후, 화학교육전문가 2인과 화

학교육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 2인, 화학교육 전공 석

사 과정 대학원생 5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유형의 분류에 대한 체계

를 확립하였으며, 설문 내용도 응답자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전국에 분포하

는 화학 전공 교사 180명에게 전자 우편을 통해 투입하였

으며, 그 중 50명의 응답 자료를 확보하였다. 180명 중 50

명의 응답으로 회수율이 낮지만,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설문지 투입 대상 교사들 중에 화학II 교과를 지도한 경험

이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비록 화학교

육을 전공하였더라도 화학II 교과를 가르치지 않은 교사

들은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러한 추측은 응답한 교사들 중에서 화학II를 가르친 경험이

없는 교사는 4명(8%)에 불과하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를 통해 얻은 50명의 설문 응

답을 분류하여 응답 내용을 분류 틀에 근거하여 분석하

였다. 분류 틀에 근거한 응답 자료의 분석 결과는 설문지

개발에 참여한 화학교육전문가 2인과 화학교육 전공 박

사 과정 대학원생 2인, 화학교육 전공 석사 과정 대학원

생 5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하여 분석 기준을 명료화함으로써 일

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강산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

여 응답 유형별로 6명의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보강하고,

응답자의 개념 이해 정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응답한 설문 자료를 토대로 하

였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하는 비구조화 면담을 실시

하였다. 면담에서 활용된 질문의 형태는 연구 문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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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선정하였고, 질문의 절차와 반응의 형식을 강요하거

나 제한하지 않는 개방적 질문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은

설문지를 분석하여 개념 유형별로 유목화한 후, 유형별

대표적인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로 실시하였으며,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연구 대상

설문 연구 대상은 근무학교, 교육 경력, 화학II를 가르

친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50명이 교사 중에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9명, 고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41명이었다. 그리고 교직경력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교사가 가장 많았다. 평균 교직 경

력은 12.8년이었다. 응답한 교사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 20명, 경기도 15명, 인천광역시 8명, 대전광

역시 3명, 충청남도 2명, 광주광역시 1명, 강원도 1명이었

다. 그리고 연구 대상 교사의 92%가 화학Ⅱ를 가르친 경

험이 있었다. 

설문지

설문지의 형태와 요구하는 개념을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문항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다형 문항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1]과 [문제 2]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6,8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문제 3]과 [문제 4]는 1946년

화학 교과서부터 2012년 화학II 교과서까지 분석한 결과

를 자료로 제시하는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염산(HCl) 수용액에서 염산은 어떤 형태로 존

재하고 있습니까? (   )

① 모두 HCl 형태로 존재한다.

②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

③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④ H+ 이온과 Cl- 이온보다는 HCl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⑤ H+는 H+끼리, Cl-는 Cl-끼리 모여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⑥ 기타 (                           )

[문제 2]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제 3~4] 다음은 2012년부터 사용될 화학II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의 정의와 몇 가지 산의 이온화도를 스

캔한 자료입니다.

이온화도(α) =

 

비슷한 내용의 자료는 1946년 화학 교과서부터 2012년

화학II 교과서까지 분석한 결과 76 권의 교과서 중 59 권

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3] 위 자료에 근거하면 염산 수용액에서 염산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   )

① 모두 HCl 형태로 존재한다.

②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

③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④ H+ 이온과 Cl- 이온보다는 HCl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⑤ H+는 H+끼리, Cl-는 Cl-끼리 모여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⑥ 기타 (                         )

[문제 4]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서술형 문항인 [문제 2]의 응답 유형은 [문제 1]의 응답

과 연계하여 4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은 염산은

강산이라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모두 HCl 형태로 존

재한다고 응답한 것이며, 둘째 유형은 염산의 이온화도

값이 0.94이므로 염산 수용액에서는 HCl보다는 H+ 이온

[Table 1] Acid ionization (α) in 0.1 M, 20 oC

산의 종류 이온화도 염기의 종류 이온화도

HCl 0.94 NaOH 0.91

HNO3 0.92 KOH 0.91

H2SO4 0.62 Ca(OH)2 0.90

CH3COOH 0.013 Ba(OH)2 0.77

H2CO3 0.0017 NH3 0.013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 수

용해된 전해질의 전체 몰 수

Table 1. Subjects
Number

School Teaching period

Teaching experience of 
Chemistry II

Yes No

Middle School
(9)

0-5 years 1 

6 3

5-10 years 2

10-15 years 2

15-20 years 3

20-25 years 1

Mean years: 13.1

High School
(41)

0-5 years 3

40 1

5-10 years 9

10-15 years 15

15-20 years 14

20-25 years 0

Mean years: 12.7

Total Mean years: 12.8 46(92%) 4(8%)



632 고형석·김경은·백성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염산의 이온화상수(Ka)값이 107이고, 평형을 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산 수용액에서는 HCl보다는 H+ 이

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나머지 응답은 [문제 1]과 연계하였을 때 일관성을 가지

지 못하였으므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서술형 문항인 [문제 4]의 응답 유형은 [문제 3]의 응답

과 연계하여 4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과 두 번

째 유형은 [문제 2]의 분류틀과 동일하였다. 그리고 세 번

째 유형은 염산의 이온화도와 이온화상수(Ka) 값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나머지 응답은 [문제 3]과 연계하

였을 때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기타로 분류하였

다. 분류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수용액에서 강산의 이온화도 α값에 대한 교과서 분석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의 교과

서에서는 이온화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강산의 이온화도

를 제시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46년에 중등교재편집위

원회에서 편집한 ‘중등 화학’ 교과서로서 25 oC에서 염산

(HCl)의 이온화도를 0.80, 황산(H2SO4)의 이온화도를 0.34

로 나타내고 있다. 

교수요목기 이후의 화학 교과서 중 평균적으로 75.7%

의 교과서에서 강산의 이온화도를 제시하였으나, 그 값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조건도 제각각이었다. 염산(HCl)의

이온화도가 0.94로 고정된 것은 6차 교육과정 교과서부

터였으며, 그 전에는 0.80부터 0.9, 0.92, 0.94 등 다양한 값

이 제시되었다. 또한 염산의 이온화도가 0.94로 고정된 6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

Table 2. Response categories of Item 2 and Item 4

Category Item 1                         Reason

Item 2

② HCl ionizes 100% because of strong acid. 

③ Ionization degree of HCl is 0.94

③ Ka of HCl is 107 and maintains balance.

⑥ The others

Item 3

Item 4

② HCl ionizes 100% because of strong acid. 

③ Ionization degree of HCl is 0.94

③ Because of HCl ionization degree and Ka

⑥  The others

Table 3. Ionization degree of Chemistry textbooks in curriculum

Curriculum No. of textbooks Presentation of α value Rate of presentation α value 

 Syllabus 6 5 83.3%
HCl- 0.9, 0.80, 0.93, 0.92
H2SO4- 0.6, 0.34, 0.62, 0.61
CH3COOH- 0.01, 0.13, 0.0134

First 2 2 100.0%
HCl- 0.92, 0.9
H2SO4- 0.61, 0.6
CH3COOH- 0.013,0 .01

Second 11 8 72.7%
HCl- 0.9, 0.92, 0.93
H2SO4- 0.62 ,0.6, 0.61, 0.5
CH3COOH- 0.01, 0.0134

Third 16 11 68.8%
HCl- 0.92, 0.9, 0.94
H2SO4- 0.62, 0.61, 0.6, 0.91
CH3COOH- 0.0134, 0.01, 0.013

Forth 10 6 60.0%
HCl- 0.92, 0.94
H2SO4- 0.62, 0.61, 0.88
CH3COOH- 0.013, 0.0134, 0.0042

Fifth 8 6 75.0%
HCl- 0.94
H2SO4- 0.62, 0.64, 0.61
CH3COOH- 0.013

Sixth 12 10 83.3%
HCl- 0.94
H2SO4- 0.62, 0.61
CH3COOH- 0.013

Seventh 8 8 100.0%
HCl- 0.94
H2SO4- 0.62
CH3COOH- 0.016, 0.016

2009 revision 3 3 100.0%
HCl- 0.94
H2SO4- 0.62
CH3COOH- 0.016

Total 76 59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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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까지를 비교해 보면 온도는 18 oC, 20 oC, 25 oC 등 조

건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Table 3은 1946년 교수요

목기의 교과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를 분석한 것이다. 

황산(H2SO4)의 이온화도는 더 다양한 값을 제시하였다.

이 값을 처음 제시한 화학 교과서에는 0.34였으나, 그 후

에 0.5, 0.6, 0.61, 0.62, 0.64, 0.88, 0.91 등으로 제시되었으

며, 7차 교육과정 이후에 0.62로 고정되었다. 이온화도를

제시하면서 초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으

나, 대부분 20℃ 내외의 온도에서 0.1 M 초기 농도를 기준

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아세트산(CH3COOH)의 이온화도

는 비교적 고정된 값으로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0.01,

0.013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화학 교과서에서는 강산을 ‘이온화도

(전리도)가 1에 가까운 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 황산(H2SO4)의 이온화도를 0.62로 제시하기 때문에 황

산이 강산이라면 0.62를 1에 가까운 값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수용액에서 강산의 이온화도 α 값에 대한 화학교사의 인

식 분석

앞서 제시한 [문제 1]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분포를 보

면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화학 교사들 중에 HCl 수용액 안에 H+

이온과 Cl- 이온이 HCl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HCl이 분자의

형태로 수용액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산의 정의가 이온화도를 1이라고 가정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 HCl이 분자의 형태로 수용

액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다형 문항의 응답을 고른 이유를 적도록 한 서술형 응

답의 유형을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70%의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이온화도값 0.94를 근거로 수용액 안에 HCl 분자가

일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는 달리 [1번 문제]에서 강산의 정의를 근거로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진

술한 6명의 교사 중 한 명인 교사 ⑩과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선생님께서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

다.’로 답을 하신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염산

의 이온화도(α) 값을 믿지 않기 때문인가요?

교사⑩: 중학교 교과서에도 강산은 물속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되는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산의 경우

0.94, 심지어 황산은 0.62 정도의 이온화도를 갖

는다면 거의 대부분 이온화된다는 강산의 정의에

너무 어긋나네요.

면담자: 그럼 교과서를 믿지 않으시네요.

교사⑩: 교과서를 못 믿는 건 아닌데 교과서에는 그냥 내

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기에 값이 다

르지 않을까요?

면담자: 알지 못하는 조건이란 뭐죠?

교사⑩: 예를 들면 온도나 초기 농도, 활동도, 이온 세기

등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면담자: 그런데 강산의 정의에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나요?

교사⑩: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강산은 그냥 수용액 상태

에서 거의 대부분 이온화되는 산이라고만 하고 다

른 조건은 보지 못했어요.

면담자: 우리나라 중등 교과서와 달리, 대학 화학 교재나

외국 교과서에서는 그냥 100% 이온화, 즉 이온화

도(α)는 1로 제시합니다.

교사⑩: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본 교과서에도 강산의 이온

화도가 분명히(현재 교과서와) 똑같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초기 조건

이 있지 않을까요?

교사⑩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강산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교과서의 이온화도에 대한

문제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강산의 정의를 근거로 [문

제 1]에서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답했던 6명의 교사들 중 1명을 제외한 5명의 교사는 교과

서의 이온화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HCl 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

다.’는 응답과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혼

재는 선행연구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Teachers' cognition of HCl species in water in Item 1

Type ① ② ③ ④ ⑤ ⑥ Total

Number 0 6 40 0 0 4 50

Percentage(%) 0 12 80 0 0 8 100

Table 5. The response reasons of Item 2

Item 1 Reason No. / %

② HCl ionizes 100% because of strong acid. 6 / 12

③ Ionization degree of HCl is 0.94. 35 / 70

③ Ka of HCl is 107 and maintain balance. 5 / 10

⑥ The others 4 / 8

Total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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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서적23,33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교재에 제시

된 강산의 이온화도는 용매를 바꾸어 측정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한 값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액에서는 모든 강산이 거의 100% 해리하므로 화학

종에 따른 이온화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

는 연구 대상자 중에 없었다.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

화도가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에 대한 과학 지식 형성 과

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타로 분류한 4명 중 2명은 물속에서 H+는 불안정하

여 H3O
+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이

온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답하였다. 이 경우에도 역시 용

매를 수용액으로 보는 관점은 동일하였으므로, 다른 응답

의 경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타로

분류한 교사⑭와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선생님께서는 강산의 이온화도가 초기 농도에 따

라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네요.

교사⑭: 예. 이온화 상수가 온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변하면 이온화 상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도(α)가 달라져야 합니다.

면담자: 그 개념이 강산의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교사⑭: 예. 강산이건 약산이건 정해진 이온화 상수가 있고

이온화 상수를 구하는 공식(Ka = Cα2/1-α)이 있

으니 초기 농도가 변하면 당연히 이온화도가 달라

져야죠.

면담자: 이온화 상수를 100% 믿으시네요.

교사⑭: 물론이죠. 교과서에 제시된 값이고 예전에 대학 때

배웠던 교재에서도 나왔던 값이니 믿어야죠.

면담자: 교과서에서는 25 oC에서 염산의 이온화 상수를 107

으로 제시했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104 또는 106으로

제시한 자료도 있어요.

교사⑭: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마 실험 시 온도

가 달라서겠죠. 이온화 상수는 온도에 의해 변하

니까요.

면담자: 강산의 경우 실험에 의해 이온화 상수를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100% 이온화되어 있어 분자

상태의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식에서 분모 [HA]가 너무 작아 Ka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교사⑭: 그렇다면 진한 황산이 산성을 띠지 않는 이유는 어

떻게 설명하죠? 황산의 농도가 아주 진하면 중성을

나타내고 농도가 연할 때만 강산성을 띠잖아요.

면담자: 황산의 농도를 진하다고 보는 기준은 보통 95%

이상의 농도일 때인데 그 때는 수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수용액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용매가

물인 용액’ 이거든요. 그런데 95%의 황산이라면

황산을 용매로, 물을 용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교사⑭: 그런 생각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생소하네요. 좀

더 고민해야겠어요.

교사⑭의 경우도 용매를 물로 생각하고, 교과서에 제시

된 강산의 이온화도를 근거로 수용액에 존재하는 강산의

이온 상태를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농

도, 온도, 진한 황산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강산이라는 과학 개념과 교과서에 제시된 강산

의 이온화도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⑭가 제시한 진한 황산의 사례는 보편적으로 용매를

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편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온

화도를 제시할 때 조건인 0.1 M 수용액과는 다른 상황이

다. 이러한 점을 연구자가 지적하였을 때, 교사는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사고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에 근거한 교사의 인식

[문제 3]의 교사 응답을 분석한 Table 6에 의하면, 교과

서에 제시된 이온화도를 고려하였을 때 교사들이 HCl의

일부는 수용액에서 해리되지 않는다는 사고를 하는 경향

이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1]에서 HCl이 100%

해리된다고 응답하였던 6명의 교사들도 교과서의 이온화

도를 고려하였을 때, 의견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응답의 이유를 묻는 [문제 4]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온

화도가 수용액에서 강산의 해리에 대한 교사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HCl의 이온

화도가 0.94이기 때문에 ‘HCl 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

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항목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

였기 때문이다.

Table 7. The response reasons of Item 4 

Item 3 Reason No. / %

② HCl ionizes 100% because of strong acid. 0 / 0

③ Ionization degree of HCl is 0.94. 49 / 98

③ Because of HCl ionization degree and Ka 1 / 2

Total 50 / 100

Table 6. The teachers' cognition of HCl species in water of Item 3

Type ① ② ③ ④ ⑤ ⑥ Total

Number 0 0 49 0 0 1 50

Percentage(%) 0 0 98 0 0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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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를 선택한 교사⑭는 염산의 초기 농도에 따라 이온

화도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초기 농도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와 ‘H+ 이온과 Cl- 이온보다는 HCl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가 동시에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여 기타를 선택하였다.

다음은 [문제 1]과 [문제 2]에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6명의 교사(교사④ ⑩ ⑬)중 한명의 교사와의 면

담 내용이다.

면담자: 선생님께서는 설문지 1번에서는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를 선택하셨는데 3번 문

항에서는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로 바꾸셨네요.

교 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강산은 100% 이온화되니

까 ‘모두 H+ 이온과 Cl- 이온으로 존재한다.’가 답

일 것 같은데, 2번 문항에서 교과서의 이온화도에

근거해 염산의 존재 형태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HCl보다는 H+ 이온과 Cl-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

한다.’를 선택해야죠. 6%가 이온화되지 않고 분자

로 있잖아요.

면담자: 그럼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온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 사: 글쎄요. 약산의 이온화도는 맞는 것 같은데 강산의

이온화도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면담자: 교과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교 사: 설마... 이런 중요한 자료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숨겨진,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뭘까 고민해

본 적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마땅

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대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연관성 있는 설문지가

와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면담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교 사: 이온화도의 정의는 옳으니 그대로 가르치고, 제시

된 약산의 이온화도도 괜찮으니 그대로 가르치죠.

강산의 이온화도는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면담자: 혹시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서 질문을 받으신 적

은 없었나요?

교 사: 아주 드물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과서

에서 제시한 강산의 이온화도는 실험값이고 이론

값과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강산의 개념과 이온화도 사이의 괴리에 대한 문제는 교

과서에 제시된 이온화도에 근거한 것이고,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신뢰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강산의 이온화도를 0.94

로 제시한 C 출판사의 저자와 전화 면담을 하였다.

면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C출

판사의 화학Ⅱ 교과서 산염기 단원을 집필하셨죠?

집필자: 예. 맞습니다. ‘산과 염기의 평형’ 단원을 집필했습

니다.

면담자: 선생님께서 쓰신 심의용 교과서에 보면 몇 가지

산의 이온화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집필자: 예. 강산과 약산의 이온화도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면담자: 강산의 이온화도(α)가 제 생각보다 많이 작은데,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집필자: 자료의 출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교과서

에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면담자: 죄송하지만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선생님께서

집필하지 않으셨나요?

집필자: 예. 그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쓸 때는 6

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토대로 했습니다.

면담자: 제가 연구한 바로는 1946년 교과서부터 강산의 이

온화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값의 근거를 알 길

이 없습니다. 또한 역대 교과서마다 제시한 값이

들쭉날쭉하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값이 고정되기

시작하더군요.

집필자: 그랬나요? 사실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

라 갑자기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제가 좀 더 알

아보고 나중에 알게 되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면담 결과, 교과서 저자도 그 전 교과서의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과거부터 생긴 오

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

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 고등학교 화학교과서에 제시된 염산과 질산,

황산의 이온화도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관련 자료나 정확

한 정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

구자들은 현재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산의 이온화도(α) 차이는 용매를 바꾸어 측정한 값임

을 명시하고, 수용액에서의 이온화도는 강산의 정의에 따

라 1, 혹은 1에 매우 근접한 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한다. 현재까지 화학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산인 염산(HCl), 질산(HNO3), 황산(H2SO4)의

이온화도 값인 0.94, 0.92, 0.62는 수용액이 아닌 용매에서

의 측정값이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용매를 사용하였는가

에 대해 교재들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용매

와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매를 바꾸거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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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여 강산의 이온화도 차이를 극대화하여 비

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과학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

하였을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부딪치는 어

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강산

의 정의와, 여러 강산의 이온화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과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 등에 대해 알아보았

다. 연구 결과,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

II 교과서까지 여러 교과서에서 제시한 강산의 이온화도

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화도는 실험값이므로 어떤 용매를 사용하고 어떻

게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이온화도가 1, 혹은 1에 가깝다는 것이므로,

수용액에서 강산들끼리 이온화도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강산끼리의 이온화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는 용매를 바꾸거나 특수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과서

에 제시된 강산의 이온화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수용액에서 이온화도를 측정한 다른 산의 이온

화도와 동일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온화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

화학 교사들은 수용액 안에 강산의 이온화도를 고려하여

해리되지 않고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가 강산의 정의와 충돌함을 인식하고 있어도, 이러한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 수 없

는 어떤 조건 때문일 것이라고 사고를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도 실제 가르치면서 상충되는 과학 개념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과학 지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육활

동을 통해 잠재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교육

은 전통을 가진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제

시된 과학 지식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개념과

충돌할 때 이러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태도를 획득한다

면, 새로운 과학의 발달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과학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

고 할 때, 개념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인식한다면, 이로부

터 사고의 오류를 찾아내고 교정하는 과정에 대한 사고

도 함께 배울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

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암기하기보

다,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배울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가 전달하고자 하는 과학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통한다. 이러한 사고를 화학

교사들이 깨닫게 될 때, 과학 지식을 보는 관점에 대한 사고

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 지

식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이러한 과학교육의 변화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적 지식을 전달

역할을 해왔던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화학 교사들이 비

판적인 시각에서 사고하고, 오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

육은 예비교사 교육과정부터 시작된다면, 기존의 사고 틀

을 깨는 과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교육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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