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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화학에서 사용되는 2가지 산, 염기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각 모델의 핵심 알고리즘가 반영된 단계별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Arrhenius와 Brønsted-Lowry 모델이 갖는 핵심 알고리즘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핵심 알고리즘을 반영된 단계별 교육용 콘텐츠를 JAVA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는 총 5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1단계는 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입자들이 개별적으로 무작위하게 운동함으로 표현하였으며, 2단계는 화학반응이란 

이러한 무작위적 운동 중 입자 간 충돌에 의해 반응이 개시됨을 보여주었다. 3단계에서는 단일입자에 대해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고려한 진행되는 상황을, 4단계는 여러 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에 참여한 상황을 구현하였다. 마지막 5

단계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공존의 비율이 다른 상황을 통해 평형상수의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창발적 사고의 핵심은 여러 

입자를 생각하는 확률적 사고와 이러한 여러 입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사고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창발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창발(emergence), 과학 모델(scientific model), 산-염기(acid-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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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화학에서 산, 염기 모델은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핵심 과학 모델 중 하나이다. 저학년에서

는 현상 중심에서 산, 염기를 다루다가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Arrhenius 

모델이 도입되며, 고등학교부터는 Brønsted-Lowry 모델이 도입된다. 

이러한 과학 모델의 순차적 도입은 역사적으로 모델이 도입된 순서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의 순차적 도입은 학생들이 이후에 

배운 모델을 이전 모델의 확장판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갖게 된다. 

실제로 Brønsted-Lowry 모델과 Arrhenius 모델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며, 김성기 등(2017)와 백성혜(2015)에 따르면 관점 자체가 다른 

모델이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Brønsted-Lowry 모델 학습의 어려움

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Arrhenius 모델과 달리 Brønsted-Lowry는 

여러 입자를 고려해야하고, 이 입자들의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 

다발적으로 고려하는 창발적 사고가 필요하다(최희 등, 2018).

여러 과학 모델들은 자연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러한 규칙을 

들어내는 핵심 알고리즘이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

의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주어진 조건에서는 예외 없이 예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코딩과 관련된 과학교육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과학 모델이 갖는 핵심 알고리즘을 

추출한 후, 이러한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발적 사고를 보다 촉진하고자 한다.

II. Exploring scientific model

1. Algorithm of Arrhenius Model

Arrhenius 산 염기 모델은 물에의 상황을 전제로 해리되는 이온이 

H이면 산으로 분류되고, OH 이면 염기로 분류된다. 또한 실제 

이 모델이 만들어질 당시 산과 염기에 대한 분류는 모두 강산과 강염기에 

국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정반응의 산-염기 반응만 진행되

며, 역반응의 산-염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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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ve of Arrhenius model

이 모델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산과 

염기라는 두 입자가 운동을 통해 만나야 하며(충돌), 이러한 충돌에 

의해 산인 물질이 염기인 물질에게 H 를 준다. 하지만 생성된 새로운 

산(BH )은 정반응의 산(HA)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역반응은 진행

되지 않는다(Carr, 1984).

2. Algorithm of Brønsted-Lowry Model

Brønsted-Lowry 모델은 물에서의 상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Brønsted-Lowry 모델에서는 만나는 두 물질이 산일지 염기일지

가 먼저 결정되지 않는다. 두 물질의 상대적 산의 세기(산 평형상수 

Ka)에 따라 산과 염기가 결정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모델은 과정적 

관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Chi et al., 1994). 상대적 산의 세기에 

따라 진행되는 정반응의 산-염기 반응의 산물인 짝산, 짝염기가 다시 

만나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된다. 

Fig. 2. Representative of Brønsted-Lowry model

이와 같이 정반응과 역반응의 산-염기 반응을 모두 고려하는 

Bronsted-Lowry 모델을 이원 산-염기 반응이라고 한다.

이 모델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에서의 산의 세기에 따라 전체 반응계

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의 정도가 결정된다. Arrhenius 모델과 

달리 이 모델은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개별적 입자들

의 산발적 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수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산발적 반응에서 전체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결정짓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창발적 사고라 

하며, 이 모델의 이해는 창발적 사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Extraction of Model key components

위에 분석한 두 가지 산, 염기 모델을 토대로 창발적 사고를 위한 

단계별 핵심 내용은 Tabel 1과 같다. 두 모델 모두 입자의 무질서한 

운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tep1). 이후 이러한 무질서한 운동을 

통해 충돌한 산과 염기가 강산인 경우 염기에 양성자를 주고 완전히 

해리되는 경우로 이는 Arrhenius 모델에 해당된다. Brønsted-Lowry 

모델은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계 3에서는 

단일 입자에 대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산-염기 반응이 일어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후 여러 입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고려한 경우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중 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 즉, 개별 입자들은 정반응과 역반응을 진행하지만, 이 

확률에 의해 전체 반응계에서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결정된다. 

이처럼 창발적 사고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창발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Step Key component

Step1 Individual motions of particles: Random movements

Step2
Acid-base reaction by collision: Complete 

dissociation of strong acid

Step3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forward reaction 

and reverse reaction: For single particles

Step4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forward reaction 

and reverse reaction: For multiple particles

Step5

Determination of the response of the total 

system according to the probability of the 

forward reaction and the reverse reaction

Table 1. Key component by steps

Ⅲ. 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본 연구에서 교육 컨텐츠 개발은 JAV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구현 시 JAVA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입자들의 개별적인 거동을 표현하는 

데에 JAVA프로그래밍 언어만의 객체지향적 특성이 적합했기 때문이

며, 두 번째로, JAVA의 플랫폼 독립적인 특성을 통해 서로 다른 

환경의 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2와 같이 창발적 사고를 위한 콘텐츠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의 요소가 들어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심 

코딩을 기재하였다. 각 단계의 핵심 요소는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되도록 하였다. 특히 코딩의 요소들에서 

입자 개별에 대해 명령을 주면서 각 객체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병

렬화) 제시하였으며, 개별화된 객체들이 명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였다(자동화).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산과 염기인 입자가 1개씩 존재하며, 

각 개별 입자가 독립적으로 무작위하게 움직이도록 구현하였다. 2단계

에서는 그러한 무작위적 움직임에서 두 입자가 만나는 경우 산인 

물질이 염기인 물질에 H 를 주게 되는 경우로 이때 역반응이 일어나

지 않는다. 이 단계가 바로 Arrhenius의 모델에 해당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아이디어에 역반응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역반응

에 대한 아이디어는 Brønsted-Lowry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이지만, 

여기에 확률적 사고를 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입자를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여러 입자에 대해 정반응과 역반응

을 모두 고려한 반응을 고려하게끔 구현하였다. 여기까지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한 경우로, 평형상수(K)로 표현하면 

1인 반응이다. 하지만 실제로 물질들 마다 평형상수가 다르다. 때문에 

5단계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형상수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산-염기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창발적 사고 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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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Simulation Key coding

1

2

3

4

5

Table 2. System Environment

위해 JAVA를 이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콘텐츠

는 창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5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 요소는 산-염기 모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반영하

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창발적 사고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이를 가시적인 도구로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화학교사가 활용할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다만, 본 콘텐츠에는 코딩을 이용한 과학교육의 핵심인 

실제 학생들이 과학모델의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된 콘텐츠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

는 화학교사에게 이를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딩이 직접 일어질 수 없는 교실 수업환경에서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염기 과학 모델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이반으

로 단계별 사고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때문에 개발된 

콘텐츠가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창발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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