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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학 내용 요소와 북한 김정은 시대의 초, 중등 과학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화학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화학교육보

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와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학습하는 내용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

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소학교3 ‘자연’, 초급중 1, 2 ‘자연과학’, 고급중 1, 2 ‘화학’교과서이었다. 남한

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학의 일반화된 지식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하고, 그 분석틀에 따라 북한과 남한의 화

학교육 내용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교과서에서 선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밀도, 산화와 환

원, 전지, 원자량이었다. 둘째, 북한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혼합물의 분리, 연료, 산화와 환원, 금속, 유기

물질과 무기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물과 수산화물, 비료로 쓰이는 무기 물질, 영양 물질, 염의 반응과 활용, 원자궤도 함수,

오비탈의 혼성화, 배위결합 및 착물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 화학교육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교과서, 화학, 내용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emisry education cont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understanding chemistry education of North Korea. Chemistry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learning period and learning quantaty. Especially, what content North Korea learned prior to South Korea and what con-

tents learned more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outh Korean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and North Korean science textbooks in Kim Jong-un era. The North Korean textbooks analyzed are ‘Nature’ for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3, ‘Natural Science’ for North Korean middle school 1 and 2, and ‘Chemistry’ for North Korean high school 1

and 2.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elements to be learned in advance in North Korean textbooks were

density, oxidation and reduction, battery, and atomic weight. Second, the content elements additionally learned in North Korean text-

books include separation of mixtures, fuels, oxidation and reduction, metals, organic and inorganic substances, metals and

non-metal oxides and hydroxides, inorganic substances used as fertilizers, nutritional substances, and salt reaction and utiliza-

tion, atomic orbitals, hybridization of orbitals, coordination bonds and complexes. As a future research task, a qualitative anal-

ysis of the elements of North Korean chemistry, the activities of textbooks, and an experimental analysis were proposed.

Key words: North Korean textbooks, Chemistry, Content element analysis, Chemistry education

서 론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헌법 4조’는

통일에 대한 기본 방향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의 정체성 회복, 통일 국가로서의 경제적

효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1,2 통일 교육과

통일을 위한 준비는 통일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3 특히 교육은 남한과 북한의

이질감을 회복하고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고, 북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4

북한은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사회와 인민을 위한 투

쟁하는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 새 인간’ 양성을

목표로 신 학제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5,6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로 구

성하고, 중등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분리하여 산업적 요구를

반영하였다.7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화학교육 내용 요소 비교 연구 125

2022, Vol. 66, No. 2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과학, 정보과학,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창의성 개발, 실험 실습 교육 등을 강조하

였다.5

북한은 1990년 이후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과학기

술 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김정은 정권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강조하였다. 특

히 과학 시수를 증가하였다. 자연과학은 초급중학교에서

주당 5시간을 이수하고, 고급중학교에서 물리는 주당 1학

년 3시간, 2학년 4시간, 3학년 5시간, 화학은 주당 1학년 2

시간, 2학년 4시간, 3학년 2시간, 생물은 주당 1학년 2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3시간을 할당하여 교과별로 차별화된

시수 배당을 하였다. 이것은 남한 뿐 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의 동향과 비교해도 많은 편에 속한다.6 

북한 과학교육 연구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남

한과 북한의 과학교육을 비교분석한 연구로, 남한과 북한

교과서의 지구과학 내용을 TIMSS 2019의 지구과학 평가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8 남한과 북한 중학교 과학에

서 빛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9 남한의 ‘생명과

학’ 교과서와 북한의 고급중 1학년의 ‘생물’ 교과서의 내용

특징을 비교한 연구10 등이 있다. 둘째, 북한 과학 교과서의

탐구 경향성에 대한 연구로, Romey의 탐구 경향성을 이용

하여 고급중학교 1 화학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교과서의 탐구 경향성은 남한의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화학 I 교과서들과 유사한 탐구 경향성

을 보인다.11 그리고 지구과학 내용의 탐구 경향성에서 대

부분 권위형이 많아 학생들의 탐구력 향상에 제한적일 것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2 셋째, 과학 교사와 관련된

연구로, 북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

의 PCK 요소를 분석한 연구13와 ‘자연과학’ 교과서의 지구

과학 내용을 분석한 연구14 등이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북한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용 분석 또는 탐구활동이 주를 이루고 북한 화학 교과

서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북한은 교육

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한 단일종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성

격을 가지기 때문에,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5 구

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남한에서

다루는 화학 교과 내용 요소 중 북한이 남한보다 선행하

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를 분

석한다. 이 연구는 북한 화학교육 과정의 이해와 북한과

남한의 통일된 화학 교육과정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첫째, 북한 과학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북한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틀에 따라 북한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남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학교급 및 교과서와 단원

연구 대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질

분야와 화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의 과학 교과는 소

학교의 ‘자연’,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 고급중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 등이 있다. 북한 과학 교과 중 통일

Figure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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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xtbook Information

Level Subject
Authors

Chapter Units
Publisher (Year)

소학교3 자연

조○○, 신○○, 백○○, 박○○ 물을 알아 보자요

교육도서출판사, 추제103(2014)
공기를 알아 보자요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

초급중1 자연과학

리○○, 한○○, 리○○, 로○○, 
변○○, 리○○, 양○○, 김○○, 
송○○, 엄○○

물과 우리 생활

1. 물 없이도 살 수 있는가?

2. 물은 부단히 순환한다

3. 물은 늘 깨끗한가?

4. 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잘 풀린다.

교육도서출판사, 추제102(2013) 공기와 생물 1. 공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초급중2 자연과학

김○○, 리○○, 신○○, 장○○, 
변○○, 림○○, 한○○, 송○○, 
김○○, 로○○

우리 생활에서 전기와 물질*

1. 물체는 왜 전기를 띠는가?

2. 전기를 흘려보내자

(3. 나도 옴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4. 물질과 화학원소

교육도서출판사, 추제103(2014) 열과 우리생활
1. 우리생활에서 열과 연료

2. 연료의 불타기

고급중1 화학

박○○, 손○○

1장. 물질과 그 변화

1절. 화학의 첫걸음

2절. 화학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3절. 물질알갱이를 다루는데 편리한 단위 몰

4절. 이온반응

5절. 산화환원반응

2장.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

1절.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2절. 멘델레예프 원소주기표와 주기법칙

3절. 화학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장. 금속원소와 그 화합물

1절.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2절. 금속과 산소가 반응하면

3절. 알칼리와 염기는 어떤 물질인가

4절. 소다와 중조는 서로 다른 물질

교육도서출판사, 추제102(2013)

4장. 비금속 원소와 그 화합물

1절. 비금속원소의 단순물, 드문기체

2절. 비금속원소가 만드는 산화물

3절. 산은 어떤 물질인가

4절.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5절. 암모니아와 류화수소

6절. 무기물질 만들기와 환경

5장.생활 속의 무기물질

1절. 생활 속에 널리 리용되는 금속재료

2절. 유리, 도자기, 시멘트

3절. 식물의 영양원소와 비료

4절. 일상생활과 무기화합물

고급중

2
화학

박○○, 손○○, 리○○, 정○○, 
서○○, 리○○, 마○○, 김○○,
최○○, 로○○, 오○○

1장. 화학반응과 열

1절. 반응열

2절. 열화학방정식

3절. 헤스의 법칙

2장. 원자에서의 전자배치와  
분자구조

1절. 원자에서 전자의 운동과 원자궤도

2절. 원자에서의 전자배치와 멘델레예프 
원소주기표

3절. 공유결합과 분자구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전기는 물리학과 관련된 단원이지만, 북한 교과서에서 전기와 물질을 한 단원으로 구성하고, 그 하위 단원에서 물질을

다루고 있음. 그러므로 연구대상인 물질 단원을 표시하기 ‘우리 생활의 전기와 물질’ 단원명을 그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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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북한 자료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화학 내

용 요소가 포함된 소학교3 자연, 초급중학교 1 자연과학,

초급중학교 2 자연과학, 고급중학교 1 화학, 고급중학교 2

화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은 분석 대상의 북

한 교과서와 단원에 대한 정보이다. 북한 화학 교육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언어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북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Level(학교급)’, ‘Subject(교

과명)’, ‘Author Information(저자)’, ‘Chapter(대단원)’, ‘Unit(중

단원)’ 등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소학교의 ‘자연’과 초급

중학교의 ‘자연과학’은 단원명이 없고, 고급중학교의 ‘화

학’은 가장 상위 단원인 ‘장’과 그 하위 단원을 ‘절’로 구

성된다. 따라서 각 교과서의 대단원을 ‘Chapter’, 중단원을

‘Unit’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분석틀 구성

북한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와 남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교급, 교과서명, 대단원, 중

단원,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다(Table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첫째, 분석틀에 따라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현장 교사

2인이 각각 북한 교과서를 분석하여 화학 내용 요소를 추

출하였다. 연구자간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 논의를 진행

하였다. 둘째, 남한의 2015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급별 남한과

북한의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Table 3과 같이 북

Table 1. Continued

Level Subject
Authors

Chapter Units
Publisher (Year)

고급중

2
화학

박○○, 손○○, 리○○, 정○○, 
서○○, 리○○, 마○○, 김○○,
최○○, 로○○, 오○○

3장. 탄화수소

1절. 메탄, 알칸

2절. 에틸렌, 알켄

3절. 아세틸렌, 알킨

4절. 벤졸, 방향족 탄화수소

5절. 석탄과 원유가공

4장. 탄화수소유도체

1절. 에틸알콜과 페놀

2절. 알데히드와 케톤

3절. 카르본산

4절. 옥시산

5절. 니트로 화합물과 아민

교육도서출판사, 추제103(2014)

5장. 기본 영양물질

1절. 당류

2절. 기름

3절. 아미노산, 단백질

4절. 비타민

6장. 합성고분자물질

1절. 고분자 물질이란?

2절. 합성수지

3절. 합성섬유

4절. 합성고무

7장.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

1절. 화학반응 속도

2절. 화학반응속도와 농도

3절. 화학반응 속도와 온도, 빛, 촉매

4절. 모든 반응은 끝까지 일어나는가?

5절. 화학평형의 이동

Table 2. Analysis framework

Core concept

 Content in South Korea Chemistry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in North Korea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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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학교급에 따른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대단원과

중단원 수준에서 추출하였다. 셋째, 북한이 남한보다 시기적

으로 선행하여 배우고 있거나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내용 요소를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북한 교과서는 개인의 구매가 허락되지 않고, 통일부가

구입하여 국립도서관 북한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

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 북한 자

료실에서 북한 화학교육의 모든 교과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초, 중등 화학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내

용 체계에 대한 이해 또는 남한과 북한의 화학 교육과정

의 전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보다

선행하여 학습하거나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남

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요소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북한에서 남한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하는 화학

교육의 내용 요소

북한 교과서의 화학 단원에서 남한보다 시기적으로 선

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Table 4와 같다. 북한과 남

한 모두 다루는 내용 요소 중 북한이 남한 보다 선행 제시

한 내용 요소를 학교급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북한 교과서에서 2015 교육과정보다 시기적으로 선행

하여 제시하고 있는 화학 내용 요소는 밀도, 산화와 환원,

전지, 원자량이었다. 밀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8~9세 학생들은

밀도에 대한 개념이 어느정도 형성되지만 밀도와 무게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무게가 물질의 특성으로 고착화

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15 또한 13~14세에 도달한 학생

들도 형식적 조작기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 밀도와 관련된

Table 3. Content of North Korean Textbooks

Grade Subject Chapter Unit Content

소학교3 자연

1. 물을 알아 보자요. - 물의 성질, 용해, 용액, 용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

4. 공기를 알아 보자요. - 공기의 성질, 공기의 무게, 부피, 흐름 

6.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 - 밀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초급중1
자연
과학

2. 물과 우리생활

1. 물 없이도 살 수 있는가?

2. 물은 부단히 순환한다.
온도, 고체, 액체, 기체, 녹는점, 끓는점, 물질의 상태 
변화, 공극, 물분자의 크기 

3. 물은 늘 깨끗한가? 혼합물, 순물질, 밀도, 물의 오염 원인, 물의 정수 

4. 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잘  
풀린다.

용매, 용질, 용해, 용액, 기름 용해, 센물과 단물, 물 이
외의 다른 용매, 순수 용매와 용액의 성질 비교(끓는
점, 밀도, 어는점), 거름, 증류,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분별증류

3. 공기와 생물
1. 공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공기의 조성,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연소 반응

Table 4. Contents North Korea Learns Before South Korea

Core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element Country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물질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밀도, 아르키메데스
North Korea ●

South Korea ●

화학 반응
물질은 화학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한다.

산화제, 환원제
North Korea ●

South Korea ●

에너지 출입
물질의 화학 에너지는 화학반응을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생활 속의 전지
North Korea ●

South Korea ●

물질의 규칙성
원소의 주기율 등을 통해 자연의 규칙
성을 확인한다.

금속과 비금속, 금속산
화물과 비금속산화물

North Korea ●

South Korea ●

물질의 구성입자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량, 산화수, 동소체
North Korea ●

South Korea ●

화학결합
원소는 화학 결합을 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온결합
North Korea ●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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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16 형식

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한 남한의 중학생들이 밀도 개념

을 학습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된 교육과정을 수립하

기 위한 면밀한 학습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화와 환원에 대한 내용 요소는 초급중 ‘자연과

학’ 교과서 내용 요소 중 연료와 연소에 대한 내용 요소를

다루며 다뤄진다. 연소 현상에 대한 열화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연소 반응을 산화와 환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

화 환원 반응을 설명하며 산화제와 환원제 용어를 도입한

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연소와 관련하여 6학년

에서 연소 현상 관찰, 연소 조건, 연소 생성물을 다루고,

중학교 3학년에서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를 학

습하며 연소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다룬다. 2015 교육

과정에서 산화·환원 개념은 통합과학에서 산소의 이동과

전자 이동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화학 I에서 산화제와 환

원제와 같은 용어를 도입하여 산화·환원을 다루고 있다.

북한과 남한에서 산화·환원 내용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에

서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의 경우 연소와 관련된 다

양한 화학 개념을 다루고, 다룬 내용 중 일부 산화·환원을

다루는 반면, 남한은 산화·환원 반응의 일부로서 연소 현

상을 다루며 산화·환원 반응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도

입하고 있다. 남한의 도입 방식은 개념을 자세히 다루지

만 하나의 자연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 어렵

다.17 하지만 북한의 도입 방식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한정된 지면과

교과서의 구성체계 문제로 인해 도입된 개념에 대하여 심

도있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개념을 최대한 간결

하고 명료하게 제시했다. 통일된 화학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도입 방식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초급중 교과서의 내용 요소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구분 없이 주제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다. 전지에

관한 내용은 전기를 다루는 단원에서 전압 단원 다음에

위치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지의 내용 요소는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는 전지의 종류와 쓰임새, 볼타 전

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건전지 분해, 소금물 전지와 과일

전지 실험이다. 전지를 다루는 내용에서 주로 전자의 이

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의 경

우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연료전지에 관한 내용을 정성

적으로 다루고, 화학 II에서 전기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

루며 전지의 작동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

다. 전류 또는 전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18,19,20에서 공통

적으로 학생들이 전기관련 내용 요소와 전기화학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전기

와 같이 서로 다른 학문 영역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룰 때

학생들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

한 교육적 해법으로 전기와 관련된 단원에 정확한 입자적,

에너지적 관점 도입과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전류와 전지

개념을 자유전자나 이온 개념으로 설명하는 교육과정 개

편을 제안하고 있다.21 학생의 전기에 대한 효과적 이해와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조율을 위해 북한 교과서에 도입

된 전기 단원과 관련된 내용 요소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해 보인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

핵심 개념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서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는

Table 5과 같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 핵심개념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요소는 물체와 물질의 종류

와 성질, 용액의 종류와 분류, 용액의 성질, 혼합물의 분리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초급중1 ‘자연

과학’ 교과서의 ‘물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남한의 2015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과 비슷한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북한 교과서에서는 물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내용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에서 빨래가 잘

되는지 실험을 통해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교

과서에서 제시된 빨래 실험에서 광물질 성분을 첨가한 물과

그렇지 않은 물에서 비누로 거품을 내보고 실제 빨래를

하며 어떤 물이 빨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통해 센물과 단물

내용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앞선 예에서 보듯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 중 남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실생활 예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과학 학습의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의 문

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22 이

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를 좀 더 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갖는 주제 중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 개념 ‘화학반응’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Table 6와 같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 핵심개념 ‘화학반응’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연소 현상, 연소 조건, 연소 생성물, 변화, 화

학반응식과 법칙, 산화·환원, 산과 염기, 중화반응, 화학의

유용성, 탄소 화합물의 유용성, 평형, 반응속도, 촉매, 효소

등이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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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내용 요소는 주로 연료와 연소생성물, 금속과 무기

물질, 탄소화합물,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 고무와 같은

고분자 물질과 관련된 내용 요소이다. 남한의 2015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요

소는 주로 일상 생활이나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

질이다. 산업이나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예시로서

간단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제법, 반응, 등을 자세

히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고급중 1 ‘화학’ 교과서의 ‘생

활속의 무기물질’ 단원에서 합금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서 다양한 합금의 녹는점 실험과 탄소함량에 따른

탄소강의 종류를 다룬다. 또한 합금의 결정 구조에 따른

전기 전도성 등을 내용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의 유용성을 다루며 생활이나 산업에

서 사용되는 물질을 다루지만 물질 특성과 사용을 소개하

는 정도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

하는 동기는 지식의 확장과 개인적 유용성 및 진로 요인

이 가장 크고, 과학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약하다. 특히,

개인의 유용성은 일상 생활 적용에 대한 동기가 크고, 진로

요인은 진학이나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2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을

해 보면 북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이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과 산업에서 물질을 다루는 내용이므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내용 요소 면에서 장점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교과서는 내용 요소 중

Table 5. Content elements of North Korean textbooks not covered in South Korea's 2015 curriculum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Generalized knowledge Level Content element How to describe content elements

물질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초급중

기름의 용해
•그릇에 묻은 기름 성분 제거 방법을 설명함..
•주방세제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름을 물에 용해시켜 물과 섞이게 함을 설명함.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설명 없이 현상만 다룸.

센물과 단물

•빨래를 할 때 세제가 잘 풀리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을 비교하는 실험을 제시함.
•비누 거품 유무로 센물과 단물을 구별하고, 센물은 임의의 금속 이온을 포
함한 용액을 사용함.

•이론적 설명 없이 간단한 실험으로만 제시함.

물 이외의 다른 용매
•알콜을 이용하여 요오드를 용해 시키는 실험과 잎의 색소를 추출하는 실
험이 제시됨.

•추출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나 추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순수 용매와 용액의 
끓는점과 어는점 및 
밀도 비교

•순수 용매와 용액의 끓는점과 어는점 및 밀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제시함.
•끓는점, 어는점, 밀도가 순수 용매에서만 일정하다는 것과 언급한 개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함.

이산화탄소의 용해

•연소 생성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제시함.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병에 물을 붓고 흔든 후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를 
관찰함.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띄게 됨을 설명함.
•기체가 물에 용해됨과 물에 녹아 탄산을 형성한다는 것을 설명함.

혼합물은 여러 가지 
순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중

공극

•물과 알콜을 혼합하는 실험을 통해 제시함.
•물과 알콜의 혼합물의 불피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공극 개념을 
도입함.

•공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다
르고 그로 인해 입자 사이에 틈이 있어 작은 입자가 큰 입자 사이에 낄 수 
있음을 설명함.

물분자의 크기 •탁구공의 지름과 물분자의 지름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함.

물의 오염원인
•물의 다양한 오염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제시함.
•화학물질에 의한 물의 오염을 강조하며 이러한 오염이 생명에게 큰 위협
이 된다고 설명함.

물의 정수법
•간이 정수기를 만드는 방법과 물의 증류를 통해 식수 및 생활 용수를 확보
하는 방법을 설명함.

고급중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섞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불균일 혼합물, 섞인 사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없으면 균일 혼합물로 설명하고 있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초급중 분별증류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별 증류하는 실험을 제시함.
•끓는점이 다른 다양한 액체 혼합물이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 활
동을 제시함.

고급중 추출
•요오드와 물의 혼합물에서 요오드를 추출하는 실험을 제시함.
•추출에 대한 원리 설명은 없고 추출이 성분을 분리하는데 유용하다는 설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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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 elements of North Korean textbooks not covered in South Korea’s 2015 curriculum ‘Chemical Reaction’

Generalized knowledge  level Content element How to describe content elements

물질은 화학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한다.

초급중

산화물의 
화학식과 명명법

•탄소와 인의 연소 반응을 산소를 포함한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함.
•연소 생성물의 이름을 맞추는 윷놀이 활동을 통해 명·법을 숙지하도록 함.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탄소의 연소 반응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형성됨을 설명함.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함.

산화·환원 및 화학
반응의 종류

•일산화탄소와 산화구리를 반응시키는 실험을 제시함.
•실험 결과를 통해 산화·환원 및 산화제와 환원제의 개념을 설명함.
•화학반응을 산화와 환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함.

화학과 우리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급중

생활 속의 연료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나무도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
료로 소개함.

•연료의 종류를 상태별로 제시하며 상태에 따라 용도가 다름을 설명함.

미래의 이상적인 
연료

•연료의 고갈과 대기오염 및 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연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수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함.

•수소발생 실험과 수소 성질에 대한 실험을 제시함.

연료로 쓰이지 
않는 탄소 물질

•흑연과 다아야몬드가 탄소동소체로서 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함.
•흑연과 다이야몬드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 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설명을 함.

고급중

이산화황과 이산
화질소에 의한 대
기오염 및 산성비

•질산과 황산의 공업적 생산을 설명함.
•공업과 자동차 연료로 인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발생과 산성비 생성과
정을 설명함.

•산성비가 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산성비에 대한 대책으로 오염물질 회수법을 설명함. 

합금
•합금의 정의와 합금의 장점을 설명함.
•탄소강을 비롯한 철과 다른 금속을 합금했을 때 물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함.

순금속과 
희유금속

•순금속을 혼입물의 양에 따라 설명함.
•자연계에 적게 존재하거나 정제하기 힘든 금속을 희유금속으로 설명함.
•순금속과 희유금속의 분류와 특성을 설명함. 

유리
•원료에 따른 유리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함.
•판유리 생산 공정과 유리 제조에 적용되는 화학반응식을 설명함.

도자기
•도자기의 재질에 따른 종류와 용도를 설명함.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을 구성하는 광물질과 유약 및 도자기 제작 공정을 설명함.

시멘트
•시멘트를 제조하는 원료의 특성과 공정을 설명함.
•시멘트가 굳는 특성에 따른 분류를 설명함.

석고, 건축마감재 •각각의 재료 들의 조성과 이용방법을 설명함.

점토와 벽돌

•점토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흘탕물이 잘 가라앉지 않는 
이유를 설명함.

•콜로이드 개념을 도입하여 틴들 현상을 설명함.
•점토의 성질을 이용해 벽돌을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함.

메탄, 알칸, 에틸렌, 
알켄, 아세틸렌, 알
킨, 벤졸, 방향족 탄
화수소, 에틸알콜
과 페놀, 알데히드
와 케톤, 카르본산, 
옥시산, 니트로 화
합물과 아민

•각각 내용 요소는 모두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됨.
•각각 내용 요소를 다룬 단원은 구성이 거의 동일함.
•각 종 탄화수소 대표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및 구조를 설명함.
•각 종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적 특징과 명명법을 설명함.
•각 종 탄화수소의 대표 반응을 설명함.
•필요한 단원에서 첨가법칙이나 교환법칙과 같은 유기화학의 일반 법칙을 설명함.
•단원의 마지막에서 주로 각 종 탄화수소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함.

석탄과 원유가공

•석탄의 구조와 종류 및 석탄 건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설명함.
•원유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조성 및 원유 증류 결과 생산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함.

•나프타의 생산과 사용법을 설명함.

고분자물질
•고분자의 분자구조적 특징을 설명함.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를 합성하는 중합반응과 중축합반응을 설명함.

합성수지
•합성수지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함.
•중합반응 합성수지와 중축합반응 합성수지를 구분하고 이들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및 용도를 설명함. 

합성섬유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차이점과 종류 및 제조방법을 설명함.
•초산비닐, 나일론의 합성 방법과 합성섬유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용도를 설명함.

합성고무
•천연고무의 분자구조 특징 및 물리적 성질을 설명함.
•생고무의 단점과 가류를 통한 고무의 물리적 성능 향상 방법을 설명함.
•이소프렌 같은 중합반응으로 생산된 합성고무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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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업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

생들의 화학과 관련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핵심 개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서 북한에서 남한

보다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Table 7과 같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원소의 생성, 물질의 형성,

금속과 비금속, 최외각 전자. 이온결합, 공유 결합이다. 남

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는 금속과 비금속 물질의 반응 규칙성, 무기 물질의

분류, 이온 결합 물질 해리와 수화 과정 등이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금속과 비금속 내용 요소를

다룰 때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위치와 족과 주기

에 따른 주기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금속과 비금

속 물질의 주기적 성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화합물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지만 북한 교과서에서는 금속 산

화물, 비금속 산화물, 금속 수소화물, 비금속 수소화물과

같은 물질을 중심으로 각 물질의 성질과 제법 등을 설명하

고 있다. 남한은 주기율표의 규칙을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

는 물질을 예로 든 반면, 북한은 물질의 성질과 제법으로 주

기적 성질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내용 요소를 도입한다.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초기 형식적 조작

수준의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주기율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주기적 성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예를 많이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

Table 7. Content elements of North Korean textbooks not covered in South Korea's 2015 curriculum 'regularity and combination of
substances'

Generalized knowledge level Content element How to describe content elements

원소의 주기율 등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확인한다.

고급중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 금속의 분류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에 대하여 설명함.
•금속의 색과 밀도를 이용해 금속을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함.

금속산화물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슘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용도를 설명함.
•금속산화물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함.

염기성산화물, 
양성산화물

•금속산화물 중 산과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물질을 염기성 산화
물로 설명함.

•금속산화물 중 산, 염기 모두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물질을 
양성 산화물로 설명함.

결정수, 결정수화
물, 풍해

•탄산나트륨 결정 속에 포함된 물분자를 결정수, 결정수를 포함한 결정
을 결정수화물로 설명함.

•결정수화물이 물을 잃으면서 가루로 변하는 현상을 풍해로 설명함.

금속수소화물 •금속수소화물의 종류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설명함.

질소, 드문기체
•질소의 성질과 제조 공정 및 용도를 설명함.
•드문기체의 종류와 높은 전압 걸었을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 및 이용에 
대하여 설명함.

인, 규소, 비금속의 
성질

•인의 종류와 구조 및 반응과 용도를 설명함.
•규소의 종류와 구조 및 반응과 용도를 설명함.
•비금속 물질의 조성과 상태에 따른 성질을 설명함.
•비금속과 금속의 반응, 비금속과 수소의 반응, 비금속과 여러 물질의 
반응을 설명함.

류황, 질소, 규소 
산화물

•류황산화물의 제법과 성질 및 반응을 설명함.
•질소산화물의 제법과 성질 및 반응을 설명함.
•석영과 마노의 차이점을 설명함.
•석영의 구조와 성질 및 반응을 설명함.

산성산화물
•염기와 반응하여 물과 염을 만드는 산화물을 산성산화물로 설명함.
•산성산화물과 염기성산화물의 성질을 전기음성도로 설명함.

류화수소 •류화수소의 제법과 반응 및 용도를 설명함.

무기물질의 분류

•무기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수, 물질의 성질 등으로 무기물질을 분
류하는 방법을 설명함.

•무기물질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한 물질에서 다른 물
질을 얻는 방법을 설명함.

원소는 이온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해리와 수화

•이온 결합물질이 물에 녹아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해리로 설명함,
•해리 과정에서 물분자와 상호작용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수화로 설명함.
•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온을 물분자가 둘러싼다.’는 표
현으로 수화의 개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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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고찰을 해 보면 북한 교과서와 같이 내용 요소를

물질로 도입하면 주기적 성질에 대한 예시는 풍부하지만

예시를 통해 물질의 주기적 성질을 추론해 내는 것이 형

식적 조작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한다. 남한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 요소 도입은 개념 설명은 충분하지만

주기적 성질에 대한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다.24 그러므로

북한에서 다루지만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

는 내용 요소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보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 개념 ‘자연의 구성물질’에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Table 8과 같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 핵심 개념 ‘자연의 구성물질’에

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

성, 생명체의 구성물질, 신소재, 전자기적 성질이다. 남한

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

소는 식물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 동물에게 필요한 영양

소와 관련된 내용 요소이다. 남한의 화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자연의 구성 물질 내용 요소는 단백질과 DNA와

같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주로 도입되어 있고, 북한

은 식물과 동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의 조성과 제법 및 그

이용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 학생들이 광

합성과 세포 기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양분’이라는 포괄적 개념으

로 인해 유기 양분과 무기 양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

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25 또한, 동물의 영양과 관

련된 내용 요소는 주로 ‘생명과학’과 ‘기술·가정’에서 다뤄

지고 있다.  ‘생명과학’과 ‘기술·가정’에서 다뤄지는 내용

요소가 상당 수 중복되고, 중복되는 내용 요소의 용어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학습자

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26 

북한 화학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 요소를 남한 2015 교

육과정의 다른 교과 내용 요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유기 합성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의 다른 교과에서 다

루는 내용 요소 보다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은

화학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영양 물질과 같은

내용 요소는 다른 영역과 융합되어 제시될 때 더욱 효과

적인 제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요소는 다른

학문과 용어 및 예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

념 수준 및 위계가 충분히 논의된 후 도입되어야 학습자

의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을 것이다.

핵심 개념 ‘화학결합’에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요소는 Table 9와 같다. 

남한의 핵심 개념 ‘화학결합’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전기음성도, 쌍극자 모멘

트, 결합 극성,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구조가 있

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북한 교과서

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결합, 오비

탈의 혼성화, 혼성화와 분자구조, 배위 결합과 착화합물

등이다.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은 남한의

2015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고급화학’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 전문 교과의 목표는 기초

적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다. 또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다.27 분석 대상 교

Table 8. Content elements of North Korean textbooks not covered in South Korea's 2015 curriculum 'constituents of nature'

Generalized knowledge Level Content element How to describe content elements

생명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단백질, 광물 등의 물질은 
원소 간의 규칙적인 화학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며, 
기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된다. 

고급중

질소비료, 린, 
칼륨과 규소, 
식물에게 필요한 
미량원소

•각각 내용 요소는 모두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됨.
•각각 내용 요소를 다룬 단원은 구성이 거의 동일함.
•각 비료 물질이 식물 생장에 주는 영향을 설명함.
•각 비료 물질의 제법과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함.
•일부 화학비료를 구별하는 시약을 이용한 실험을 제시하고 반응을 설명함.

당류
•포도당, 과당, 설탕, 녹말의 용도와 구조 및 종류를 설명함.
•화학반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과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화학반응식을 통해 설명함.

기름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에 분포하는 고급 카르본산을 설명함.
•비누가 때를 제거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함.
•기름을 이용해 비누를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비누화 반응으로 일
반화시켜 설명함.

•비누와 합성세제의 화학적 성질의 차이점을 실험으로 설명함.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와 반응 및 펩티드 결합을 설명함.
•단백질의 조성 및 구조를 설명함.
•단백질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제시하고 설명함.

비타민
•비타민의 기능과 종류를 설명함.
•비타민C에 대한 실험을 통해 비타민C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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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북한 일반 학생이 수업에 이용하는 교과서이다.

그런데 내용 요소로 남한의 2015 교육과정 전문 교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핵심 개념 ‘화학 결합’에서

북한의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 요소가 많고, 난이도가 높게

설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교과서의 고급중2 ‘화학’에는 유기 화학 내용 요소

가 포함된 단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다

양한 유기 화학 단원에서 다뤄지는 물질의 형성 및 구조

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심화된 화학

결합 내용 요소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유기 화학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화학 I의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내용 요소

에서 몇 가지 탄소화합물의 쓰임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의 탄소화합

물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는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

것과 양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이나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

합된 교육과정 개발에서 탄소화합물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다루게될 때 하나의 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북한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북한이 남한의 화학교육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와 북한이 남한

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학습하는 내용 요소를 조사·분석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남한 2015 화학 교육과정보다 시기적으로 선

행한 내용 요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밀도와 관련

된 내용 요소는 소학교에 현상과 밀도를 계산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산화·환원 내용 요소는 초급중학교

에서 도입되는데 연소 현상을 주제로 하여 연소와 관련된

다양한 화학 개념 일부로 산화·환원을 다루고 있다. 셋째,

전지와 관련된 내용 요소는 전기 단원에서 물리 영역과

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전자이동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행한 내용 요소는 밀도

와 관련된 내용 요소에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

려한 도입, 산화·환원 내용 요소와 같은 주제 중심의 내용

요소 도입, 전기 내용 요소와 같은 다른 교과 영역과 통합

적 제시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빨래의 원리라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요소를 다루며 빨래가

잘되는 조건, 물의 성질 등과 같이 관련 내용 요소를 함께

도입하고 있다. 둘째, 연료, 금속, 무기물질, 합성수지 등

과 같이 산업과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내용 요소를 다루

며 산업에서 활용하는 물질의 용도와 제법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금속 및 비금속 산화물과 수소화물을

다루며 물질의 규칙성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도입하고 있

다. 넷째, 식물과 동물의 영양 성분의 구조, 성질, 제법, 반

응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공유 결합과 관련

된 심도 있는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 남한의 2015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교과서 내용 요소는 빨래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이용하여 학

생들이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실제 생활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 요소 도입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강

조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화학의 유용성을 주지시

키고, 학생들이 화학과 관련된 진학이나 진로 설정에 필

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양 물질’과 같이 다른 교과에서 주로 다루는 내

용 요소를 다룸으로서 타 교과의 내용 요소와 융합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 결합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유기 화학과 관련된 심도 있는

Table 9. Content elements of North Korean textbooks not covered in South Korea's 2015 curriculum 'Chemical Bond'

Generalized knowledge level Content element How to describe content elements

원소는 화학결합을 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고급중

시그마결합파이결합

•염화수소 분자를 이용하여 시그마 결함을 설명함.
•염소분자를 이용하여 파이 결합을 설명함.
•수소원자와 염소원자의 궤도함수 중 결합에 참여하는 궤도함수를 구
체적으로 설명함.

오비탈의 혼성화
•공유결합을 통해 분자가 형성될 때 혼성화에 사용되는 원자궤도 함
수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함. 

혼성화와 분자구조
•혼성화된 원자궤도함수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결정됨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함.

•구조식을 통해 분자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함.

배위결합, 착화함물
•암모늄 이온의 형성을 이용해 배위결합을 설명함.
•금속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금속 원자들의 특징을 예를 들어 설명함.
•황산구리와 암모니아수의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 착물 형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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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금속과 비금속 산화물 및

수화물에 대한 내용 요소를 통해 학습자들이 물질의 규칙

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고급중1 ‘화학’의 교시에서는 화학은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만들어내는 교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급중2 ‘화학’의 교시에서는 화학은 사물과 현상의 법칙

과 원리를 배워 현실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착상하

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시를

통해 북한은 화학이라는 교과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한다

고 볼 수 있다. 

북한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통일된 화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내용 요소 분석 뿐만 아니라, 북한

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북한 화학 교육과

정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북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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