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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가지 산-염기 모델의 관계에 대한 화학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모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각 모

델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교사의 인식과 해석을 알아보기 위해 24명의 화학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담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화학교사들은 3가지 모델을 확장적 포함 관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교과서의 서술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모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각 모델의 산, 염기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 영

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화학교사들이 다양한 모델의 역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제어: 산과 염기, 과학 모델,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관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acid-base models of chemistry

teachers. In addition, we examined how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ls affect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ncepts in each model.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ere con-

ducted for 24 chemistry teachers. As results, most of the chemistry teachers recognized the three models as cumulative exten-

sion relationships. The perceptions were related to the contents of textbooks.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models influenced on interpretations of the models’ acid-base concept.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science teachers need

to be aware of diverse models’ roles.

Key words: Acid and base, Scientific model, Diversity of model, Relationship of models

서 론

산과 염기는 화학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

념 중에 하나이다.1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과 무관

하게 모든 학교 급에서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꾸준히

다루고 있다.2 현재까지 많은 산-염기 모델이 제안되었으

나 이 중 Arrhenius, Brøndsted-Lowry, Lewis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3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여러 산-

염기 모델 중에서 이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산 염기를

다루고 있다. 

Drechsler와 Schmidt4는 스웨덴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

염기 개념에 대한 혼란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Arrhenius 모델을 학습한 이후 Brønsted-

Lowry 모델을 학습할 때 두 모델 간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Brønsted-Lowry 모델에서 proton

을 주면 산, 받으면 염기라고 정의하면서 Arrhenius 모델

에서 중성이라고 배웠던 물이 갑자기 염기가 되기도 하고

, 산이 되기도 한다는 것에 큰 혼란을 느꼈다.4 이러한 혼

란의 원인은 물질 관점에서 만들어진 Arrhenius 모델의 시

각으로 Brønsted-Lowry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들은

여전히 proton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물질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되어서 혼란을 가지게 된다.2,5 이외에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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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프랑스 학생들과 터키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화와

중성의 개념을 알아본 Cokelez6의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임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Arrhenius 모델과

Brønsted-Lowry 모델의 충돌을 경험하였다. 

화학에서 산 염기 모델은 일반적으로 산-염기 현상 모

델부터 학습하기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다

양한 산-염기 모델을 도입하며 화학적 개념의 밀도를 높

여간다. 보통 학생들은 산-염기 학습에 오랜 시간을 소요

하지만, 많은 학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산-염기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들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7−10 교육과

정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과 염기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런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시

현상 중심의 산, 염기를 먼저 다룬 후, 중학교 때 Arrhenius

모델이 도입된다.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Brøndsted-

Lowry 모델과 Lewis 모델이 소개된다. 때문에 고등학교 때

새로운 산 염기 모델이 도입될 때 우리나라의 학생들 역시

기존에 학습되어진 Arrhenius 모델과 새롭게 학습한 모델

간의 충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돌이 새로운 모

델의 이해를 저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염기

모델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모델의

특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교사의 모델에 대한 이해는 학생

의 모델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과학교육에서 모델링에 대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

어야 한다. 이미 증명된 객관적 사실로 모델을 이해한다

면, 동일한 현상을 다양한 모델로 설명하는 이유를 학생

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NRC11에서는 모델의 역할을

가설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추론하고 계

산하고 예측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의

역할은 논쟁과 비판, 그리고 분석 등의 평가 과정을 끊임

없이 거치면서 실제 세계의 자료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모델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로 자연 현상의 패턴을 발견하는 과학자의 창

의적 결과물이다.12,13 이러한 과학 모델은 자연의 일부를

간결하고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 개념이

나 이론을 이용한다. 즉, 과학모델은 자연현상에서 관찰

된 것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연결하여 구체화된 설

명이다.14−17 이러한 과학 모델을 만들 때 과학자는 단순화,

함축화라는 과정을 통해 무질서한 자연을 질서적인 자연

으로 재인식한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인식 결과는 특정

한 수식이나 시각적으로 표현된다.18,19 과학자 마다 무질

서한 자연에서 패턴을 찾기 위한 단순화나 함축화의 과정

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연을 바라보아도 서로 다른

과학 모델을 생성하기도 한다.20,21 이러한 과학 모델의 생

성은 화학에서의 산-염기에 대한 자연을 설명할 때도 적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세 가지 산-염기 모델도

동일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자의 단순화와 함

축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을

구성하며 이러한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모델마다

서로 다른 전제조건과 제한점을 갖게 된다.22 이러한 특성

이 과학 모델의 다양성과 연결된다.23

과학교육에서는 오랫동안 모델을 만들고 이해하는 과

정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로 주어진 모델을

이용한 문제 풀이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에 제시되는 많은

연구에서는 모델의 본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8,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3가지 산-염기 모델을 중심으로 화학교사들의 모

델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화학교사들은 세 가지 산-염기 모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 화학교사들의 모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산과 염기

개념을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 방법

이론적 틀

산, 염기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마다 사용하는 산, 염기에

대한 용어가 정의, 이론, 모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 교과서에서는 정

의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NGSS24에서는 과학의 실

천(practice)으로 모델의 사용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

천이 관통 개념(scrosscutting concept)과 핵심 아이디어(core

idea)와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과

염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모델을 통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델이란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단순화, 함축화란 과정을 통해 패턴을 발견25

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수량화나 표상화로 표현된다.26,27

단순화, 함축화 과정이 각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

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상이하다. 때문에 모든 모델은

그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포함한 모델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28 본 연구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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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3가지 산 염기 모델의 전제조건은 Table 1로 요약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Arrhenius와

Brønstted-Lowery 모두 공통적으로 산, 염기 개념을 사용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Table 1에 제시된 각 모델의 전제조

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 모델의 산, 염기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모델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의미가 서로 상이하다. 때문에 각 모델에

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전제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라는 용어 대신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모델들이 사용하는 산, 염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는 다음 예와 같은 화학반응식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전체화학 반응식: 

알짜이온 반응식: 

이 반응에서 Arrhenius 모델의 관점에서 산은 HCl이며,

염기는 NaOH이다. 하지만 Brønsted–Lowry 모델로 해석하면

산은 HCl(물에서 반응하였다면 H3O
+)이며, 염기는 OH−

이다. Lewis 모델에서 산은 H+이며, 염기는 OH−이다.29,30

Arrhenius 모델에서 산과 염기는 ‘물에서 H+나 OH−를 내

놓는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이 물에 해리되기

전의 물질이 산이나 염기로 분류된다. 하지만 Brønsted–

Lowry 모델에서는 H+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결정되는

데, H+를 주기 위해서는 H+와 결합되어 있는 HCl이 산이

되며, H+를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물질의 형태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NaOH는 염기가 될 수 없고 가

염기이다. Lewis 모델에서는 전자쌍을 주거나 받기가 가능

한 형태가 산과 염기이므로, 이 반응에서는 Brønsted–Lowry

모델과 해석이 같아진다. 하지만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기

체가 만나서 염화암모늄을 생성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Brønsted–Lowry 모델에서는 산과 염기 반응이라고 볼 수

없지만, Lewis 모델에서는 전자쌍 주개와 받개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이다. 이처럼 동일한 산,

염기 개념은 모델의 특성과 본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이러한 3가지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일반화학 책은 다

음과 같이 3가지 모델의 관계를 확장적 포함 관계로 기술

하고 있다.

We have seen that first successful conceptualization of

acid-base behavior was proposed by Arrhenius. This useful

but limited model was replaced by the more general Brønsted-

Lowry model. An even more general for acid-base behavior

was suggested by G. N. Lewis in the early 1920s.31

Brønsted-Lowry concept of acids and bases is more general

than the Arrhenius concept and emphasizes the transfer of a

proton (H+) from an acid to base. The Lewis is concept of acids

and bases emphasizes the shared electron pair rather than the

proton. A Lewis acid is an electron-pair acceptor, and a Lewis

bases is an electron-pair donor. The Lewis concept is more

general than the Brønsted-Lowry concept because it can apply

to cases in which the acid is some substance other H+.32

이처럼 많은 화학 교재에서 Arrhenius 모델보다는 Brøndsted-

Lowry 모델이 더 일반적이며, Lewis모델이 Brøndsted-Lowry

모델에 비해 더 일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

반화에 대해 우리나라 화학 교과서에서는 Fig. 1과 같이

포함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델을 Fig. 1과 같은 포함관계로 이해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여러 모델들이

사용하는 산, 염기 개념 역시 포함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따

라서 Arrhenius 모델에 해당하는 산과 염기가 Brønsted–

HCl NaOH+ H
2
O NaCl+→

H
+

OH
−

+ H
2
O→

OH
−

Table 1. Precondition of Arrhenius and Brønsted-Lowry Models2

Precondition Arrhenius Model Brønsted-Lowry Model

State Aqueous Different solvent including gas

Product of reaction Water and salt Conjugate acid and base

Reversibility Irreversible Reversible

Viewpoint Matter Process

Figure 1. The relationship among Arrhenius, Brønsted–Lowry,
Lewis models in chemistry textbook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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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ry 모델과 Lewis 모델의 산과 염기로 분류된다는 생각

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rrhenius 모

델의 산에 해당하는 HCl이 Brønsted–Lowry 모델에서도

산이라고 분류하는 것과 같이 산, 염기 개념까지의 포함

관계로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의 모델만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Hawkes34는

Arrhenius 모델을 가르치지 말고, Brønsted–Lowry나 Lewis

모델을 가르치자고 주장하였으며, Shaffer35 역시 Lewis 모

델만 다루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모델간의 관계는 Fig. 1

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즉, 모델의 어떠한 측면을 고

려하여 관계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모델간의 관계가 다르

게 표현될 수 있다. 

Paik36은 Arrhenius 모델은 물에 넣었을 때라는 기준을

가지고 산과 염기라는 물질을 분류하기 때문에 물질적 관

점(matter viewpoint)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rønsted–Lowry

나 Lewis 모델은 반응하는 상대 물질에 따라 산과 염기의 분

류가 달라지므로, 이 모델들은 과정적 관점(process viewpoint)

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Chang37은 다양한 모델에 대한 일원주의적 해석이 각

모델이 갖는 전제조건이나 특징 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3가지 모델에 대한 관계를 확장적

포함관계라는 하나의 틀로만 인식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여러 모델의 공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여러 모델을 하나의 포함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으며, 각 모델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모델을 선형적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각 모델의 전제조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각 모델이

사용하는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이 연구는 24명의 화학을 전공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이들은 산-염기 모델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연

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모든 연구 대상자는 3가

지 산-염기 모델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경험을 가

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교육경력은 3년에서 21년으

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모두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교사보다

화학교육과 관련된 학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대상자들은 3가지 산-염기 모델

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이들의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연구의 결

과가 일반적인 화학교사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이 모델의 관계에

Figure 2. The relationship depending on process viewpoints of
models.36

Figure 3.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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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해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히 일반교

사들도 겪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는 3가지 모델의 관계에 대한 인

식과 해석을 알아보기 위해 Fig. 3과 같이 설문지를 개발

하였다. 문항1은 화학교사가 인식하는 3가지 모델에 대한

내용이며, 문항 2는 각 모델의 정의와 이를 실제 반응물과

생성물에 적용하였을 때 산과 염기의 분류과정을 통해 정

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1대1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화학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설문지 문항1에서 자신이

그린 모델의 관계에 대한 표현의 이유를 물어보았다. 또

한 화학교사가 그린 모델의 관계 이외에 다른 모델의 관

계 표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연구문제 1의

자료 분석은 화학교사들이 그린 모델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 문항2에서의 응답

은 화학교사마다 상이하였기 때문에 화학교사가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왜 그러한 모델의 해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인터

뷰 내용을 토대로 모델의 관계를 인식하는 원인을 분석하

였다. 또한 화학교사들의 모델에 대한 해석과 모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모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모델을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에서는 먼저 문항 2-1의 모델에 대

한 정의와 문항 2-2의 모델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비교하

였다. 연구 과정에서 설문 2-2의 지문에 HCl과 NaOH라는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HCl + OH− → H2O +

Cl− 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HCl + Na+ + OH-

→ H2O + Na+ + Cl−와 같이 모든 화학종을 다 표현하는 것

이 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오류는 교

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설문을

수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2가지

절차를 진행하였다.38,39 하나는 화학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하는 1인과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1인, 그리고 박사과정의 현직 화학 교사 2인이 포함된 전

문가 집단 간의 교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다른 하나는 교

차 검토 후 연구자의 최종 해석과 실제 설문에 응답한 화

학교사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설문에 응답한 화학교

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산-염기 모델의 관계에 대한 화학교사들의 인식

설문지 문항1에서 화학교사가 그린 산, 염기모델의 관

계에 대한 표현은 Table 2와 같이 총 3가지였다. 설문지 문

항1을 공란으로 둔 화학교사의 경우 면담을 통해 확인된

모델의 관계 그림을 분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모델의

관계 그림에서 면담을 통해 자신이 그린 그림 이외에도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응답한 화학교사의 경우에는 1차적

으로 설문지에 기술한 모델의 관계 그림을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 모델의 관계 표현은 3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이외의 관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이 3가

Table 2. Teachers’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among acid–base models

Category Relationship Number of teachers(%)

Type A 19(79.2%)

Type B 3(12.5%)

Type C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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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현에 대해 연구자는 Type A~C로 명명하였다. Type

A는 Arrhenius, Brønsted–Lowry, Lewis 모델을 점점 확장되는

포함관계로 생각하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화학교사들(N=19,

79.2%)이 Type A에 해당하였다. Type B는 Arrhenius 모델과

Brønsted–Lowry, Lewis모델을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리한 경우

였다. 이 유형의 화학교사는 여전히 Lewis 모델이 Brønsted–

Lowry 모델을 포함한다고 인식한 경우이다. Type C는 세 가

지 모델을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모델 간의 포

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Type B(N=3, 12.5%)와

Type C(N=2, 8.3%)는 Type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Type A에 속하는 대다수의 화학교사들은 모델의 관계를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로,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배웠고 현재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

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왜 모델의 관계를 확장 포함관계로 표현하였나요?

교사 1(Type A):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이론적 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교재

에서는 모델의 관계를 Type A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

제로 이 모델이 다루어지는 고등학교 화학 I 교과서33에서는

Fig. 1과 같은 모델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염기 모델들의 관계를 Type A로 인

식하지 않고 Type B 혹은 Type C로 인식하는 교사들과 면

담한 결과, 흥미롭게도 이들은 초기에 모델의 관계를 Type

A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 각 모델에 대

한 추가적 이해가 덧붙여지면서 모델들의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ype B에 속하는 3명의 화학교사들은 모두 Arrhenius 모

델은 물질을 보고 산과 염기를 판단하지만, Brønsted–

Lowry와 Lewis모델은 화학반응식을 보고 산과 염기를 판

단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Paik36의 관점과

일치한다. 반면 Type C의 교사들은 ‘과학모델이란 모두

독립적인 상황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한 상황맥락은 Arrhenius 모델은

해리, Brønsted–Lowry 모델은 H+의 이동, Lewis의 모델은

새로운 공유결합의 형성이었다. 이것은 Giere 등40의 모델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다.

교사 20(Type B): 아레니우스가 바라본 세상은 물에서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물이라는

반응물질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이 산일지 염기

일지가 결정이 되요. 하지만 브뢴스테드-로우리나 루

이스는 그러한 절대 용매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반응

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 23(Type C): 각 모델은 바라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

래서 이를 억지로 포함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인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ype B와 C의 교사들은 각 모델에 대한 관심과 모델에

관련된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

로운 것은 Type B와 Type C의 화학교사들은 Type A에 해

당하는 관계도 표현하였다. 그들은 모델의 관계가 무엇에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다. 이에 반해 Type A의 화학교사는 한 가지 모델 관계만

을 인식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다른 표현에 대한 제안

을 받았어도 답을 하지 못하였다. 

모델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모델의 관계를 표현

하느냐는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학교사들은 유일하게 하나의 방식인 Type A

로 모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문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도 Type A 이외에 다른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서의 다양한 모델이 다루어

지는 부분에서 모델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교사교육에서도 모델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모델의 관계에 근거한 산과 염기 해석

설문지 문항2-1을 통해 알아본 각 모델에서의 산, 염기 정

의는 표현이 조금씩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진술

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rrhenius 모델에서는 수용액에서 산은 H+를 내놓는 물질

이며, 염기를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Brønsted-Lowry 모델

에서 산은 H+주개이며, 염기는 H+받개이다. Lewis 모델에서

염기는 전자쌍 주개이며, 산은 전자쌍 받개이다.”

문장으로 정의하는 2-1에서는 교사들이 모두 유사한 응

답을 하였지만, 문항 2-3에서 구체적인 반응 물질을 가지

고 판단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Table 3과 같이 매우 다르

게 각 모델의 산과 염기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HCl을 산으로 분류한 과학적 개념을 가진 화학교사는 7

명(29.2%)이었으며, H+를 산으로 분류한 교사는 10명

(41.7%)이었다. 한편, NaOH를 염기로 분류한 과학적 개념

을 가진 화학교사는 8명(33.3%)이었으며, OH−를 염기로

분류한 교사는 10명(41.7%)이었다. 4가지(HCl, H+,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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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물질에 대한 분류에서 모두 과학적 개념으로 응답한

화학교사는 5명(20.8%)에 불과했다. 

모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별로 살펴보면, 19명의

Type A 교사 중 1명(5.3%)만이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ype B에 속하는 3명의 교사들

중에 2명(66.7%)이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Type C에

속하는 2명의 교사들은 모두(100%) 과학적 개념을 가지

는 있었다. 따라서 Type A 유형의 교사들이 가장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델

의 관계 인식의 유형에 따라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비

Table 3.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in HCl+NaOH reaction

Category
Model

Frequency (%)
Arrhenius Brønsted–Lowry Lewis

Acid

HCl corresponds to an acid 
of the model.

Yes Yes Yes 14(58.3%)

Yes Yes No 7(29.2%)*

Yes No No 3(12.5%)

H+ corresponds to an acid 
of the model.

Yes Yes Yes 11(45.8%)

No Yes Yes 3(12.5%)

No No Yes 10(41.7%)*

Base

NaOH corresponds to a base 
of the model

Yes Yes Yes 14(58.3%)

Yes No Yes 2(8.3%)

Yes No No 8(33.3%)*

OH− corresponds to a base 
of the model

Yes Yes Yes 12(50.0%)

No Yes Yes 10(41.7%)*

No No Yes 2(8.3%)

*: scientific concept

Table 4. The Possible logical case of Type A

Case

Model

Example in HCl+NaOH reactionAcid & Base 
of Arrhenius

Acid & Base of 
Brønsted–Lowry 

Acid & Base 
of Lewis

Case 1.

Yes Yes Yes

-HCl is acid of all models.
- H+ is acid of all models.
-NaOH is base of all models.
-OH- is base of all models.

Case 2.

No Yes Yes

-HCl is only acid in Brønsted–Lowry 
and Lewis model.

-H+ is only acid in Brønsted–Lowry 
and Lewis models.

-NaOH is only base in Brønsted–Lowry 
and Lewis models.

-OH-   is only base in Brønsted–Lowry 
and Lewis models.*

Case 3.

No No Yes

-HCl is only acid in Lewis model.
-H+    is only acid in Lewis model.*

-NaOH is only base in Lewis model.
-OH- is only base in Lewis model.

*: scientif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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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Type A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과학적 개념을 가지기 어

려운 이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찾아보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Type A의 논리구조에서 산, 염기 분류의 가능한 경우를

탐색해보았다. Case 1에서는 Arrhenius 모델에 해당하는

산과 염기는 Brønsted–Lowry 모델과 Lewis 모델에 모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ase 2에서는 Brønsted–Lowry

모델에 속하는 산과 염기가 Arrhenius 모델에는 속하지 않

지만 Lewis 모델에는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마지

막으로 Case 3에서는 Lewis 모델에 속하는 물질 중 Arrhenius

모델과 Brønsted–Lowry 모델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경우이다. 

Table 4에 제시된 논리를 토대로 Table 3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HCl은 H+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Arrhenius

모델과 Brønsted–Lowry 모델의 산이지만, 전자쌍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리를 해야 하므로 Lewis 모델에서는 산이

아니다. 그러나 Case 1의 논리를 가진 교사들이라면 HCl

이 Arrhenius 모델의 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Lewis 모

델에도 속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사

고하는 교사가 14명(58.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즉,

Case 1의 논리는 Type A에 속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보편

적인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ype A와 같이 모델 간

의 관계를 인식하는 교사는 반응식에서 산과 염기 물질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NaOH에 대한 분류에서도 나타났

다. NaOH는 OH-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정의에 의

해 Arrhenius 모델의 염기라고 할 수 있지만, NaOH는 H+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Brønsted–Lowry 모델의 염기도 아

니고 전자쌍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Lewis 모델의 염기도

아니다. 그러나 Case 1과 같은 논리에 의한 사고를 하는

교사는 14명(58.3%)로 HCl에 대한 사고 비율과 동일하였

다. 이를 통해 Type A의 사고를 가진 교사들은 Case 1의

논리를 가진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델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는 산과 염기 모델의 해석에 오류

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H+와 OH-에 대한 분류는 HCl과 NaOH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 경우는 H+와 OH-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Type A의 가능한 논리 사례와 일치한 경우였다

(H+의 경우 Case 3, OH-의 경우 Case 2). 이때는 과학적 개

념에 해당한 교사들이 각각 10명(41.7%)으로, 상대적으로

과학적 개념을 가진 교사가 많았다. 또한 H+와 OH-를 잘

못 분류한 경우는 모두 Type A의 가능한 논리 사례가 적

용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모델의 관계가 산과 염기 개

념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화학교사 2: 제가 그린 모델의 관계 그림은 아레니우스의 산

과 염기이면 무조건 그 물질은 브뢴스테드 로우리, 루

이스 산,염기이잖아요. 그래서 HCl, NaOH는 아레니우

스 산과 염기니깐, 나머지 두 모델에서도 산, 염기이죠.

화학교사 3: 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HCl이 아레니우스의

산이니까, 루이스의 산도 되어야 하는데, 전 HCl은 전

자쌍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루이스 산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잘못 분류했나요?

Type A인 화학교사 3은 자신이 그린 모델의 확장적 포

함 관계와 분류 사례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지갈

등을 느꼈다. Type A에 속하는 교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모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산과 염기에 대한 개

념을 해석하여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사고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앞의 이론적 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가지 모델의 관

계를 확장적 포함관계로 이해함에 따라 각 모델이 사용하는

개념 역시 포함관계로 오인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많은 화학교사들은 3가지 모델이 사용하는 산, 염

기의 개념을 포함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델마

다 겉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할 수 있으나 각 모델의

특성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는 상

이하다. 동일한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결

국 그 개념을 사용하는 모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화학교사들과 같이 확장적 포함관계로

만 여러 모델을 이해하는 순간, 개념의 차이가 아닌 개념

의 확장만 존재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사

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이다. 때문에 과학교육에서

어떠한 개념을 사용할 때 이 개념이 어떠한 모델에서 사

용됨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개념의 의미는 모델이 바

뀔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특히 여러 모델을 다룰 때 각 모델간의 관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염기 모델의 관계에 대한 화학교사의 인

식이 각 모델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많은 화학교사들은 Arrhenius

모델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 포함 관계로 모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교과서들이 확장적

포함 관계만을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화학교사들은

3가지 모델의 산, 염기 개념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진술하

였으나, 실제적으로 산과 염기 물질을 판단하는 활동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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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모델은 자연현상 그 자체는 아니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일 뿐이다.41 그러므로 모델이 자연 현상

의 어떠한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부분을 설

명할 수 없는 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

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모델들의 관계를

확장적 포함 관계만으로 인식하게 되면, 여러 모델을 배

워야 하는 이유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각 모델은 동일한 자연을 보지 않는다.40 그것이 모델의

본성이다. Arrhenius모델은 물을 기준으로 산과 염기를 분

류하였다. 그래서 물은 산도 염기도 아닌 중성물질이다.

반면 Brønsted–Lowry 모델에서 양성자를 주고받는 모든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다. 따라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은

상대적인 반응물에 따라 산이나 염기로 분류된다. 이처럼

각 모델은 설명하는 공통된 영역도 있지만, 서로 배타적

인 영역도 있다.42 이 둘의 구별은 모델의 이해와 관련이

깊지만,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각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

은 학생의 대안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의 대안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지도하는 교사가 먼저 각 모

델에 대한 다각적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 모델의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모델간의 확장적 포함 관계에 대한 탈피이

다. Wobbe and Albert43는 다양한 모델을 도입할 때 역사적

으로 먼저 발견된 모델을 다룬 후, 이 모델의 특징 위에 새

로운 모델의 특징을 덧붙이는 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도입

하려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과학 모델마다 자연을 바라본 특별한 측면이 있다.42 따

라서 여러 모델을 단순히 확장적 포함관계로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각 모델의 특별한 관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학교사들은

세 모델의 산, 염기 정의를 모두 동일하게 진술하지만, 실

제적으로 물질을 분류할 때에는 해석이 다양하였다. 이는

과학교육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교사는 교실에서 어떠한

개념을 정의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교사의 언어를 차용하여 되풀이 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해당 개념을 학습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일한 문장을

진술하여도 저마다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 때문에 각 모델들이 갖는 장점과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각 모델이 사용하는 개념

이나 용어의 차이점을 모델의 특성과 본질에 기반을 두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관계를 다

양하게 생각한 Type B와 C 교사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모

델의 다양한 관계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사 교육을 통

해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교사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델의 본성에 대한 교

육은 앞으로 예비 화학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염기 모델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화학

교사를 대상으로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모델의 범위는

Arrhenius, Brønsted–Lowry와 Lewis 모델로 한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 넓은 범위까지 모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서 다양한 모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다 풍부

하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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