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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중 분자에 대한 개념과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대변되 

는 물질변화 개념의 변천을 과학사적으로 고찰하여 특징적인 관점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과학사적 변천에 따라 5가지 관점으로 유목화하였다. 그리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정 

의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3가지 관점으로 유목화하였다. 중학교 과 

학 교과서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그리고 대학교 일반화학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을 분석한 결과, 분자의 정의와 물 

질 변화의 정의 안에는 이러한 여러 시대의 정의들이 혼재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 4차 과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제 7차 과학 교 

육과정까지의 과학 교과서에서 지속되었다.

주제어: 입자, 물질의 성질, 물리변화, 화학변화, 과학사적 관점, 과학교육교정, 과학교과서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general ideas concerning the particles that represent 
matter properties and matter changes divided into physical change and chemical change. In the science historical view
point, the general ideas of the base that represent matter properties has been variously revised the 5types. The definition 
of the matter change have also changed the 3 types. From the analysis of the definitions in secondary school science text
books and general chemistry textbooks, we found that a lot of confusion of eras in the contents that define the concepts. 
Sometimes, the definition presented in one textbook was contradictory to the definitions in other textbooks. This ten
dency has been sustained in the textbooks from the 4th to 7th science curriculum.

Keywords: Particle, Matter Property, Physical Change, Chemical Change, Historical Science Viewpoint, Science Curric
ulum, Scienc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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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 

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육과정에 과학사 

를 도입하자는 주장1"과 과학사를 과학 수업에 이용하 

여 오개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들3,4은 있으나 과학 

사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내용 조직을 분석한 연구5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화학의 기본 개념 중에서 물질 

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의 개념과 물리변화와 화 

학변화로 대변되는 물질변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적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중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제시 

된 개념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지는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사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 개 

념이 역사적으로 변천한 과정을 분석한다.

2.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등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 

자’ 중에서 분자의 개념 유형을 과학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과학사적으로 물질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에 대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천한 과정을 분석한다.

4.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등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개념 

유형을 과학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분석 자료 및 분류. 이 연구에서는 분자 및 물질 변 

화의 정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 4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의 중등 과학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 화학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중학교 교과 

서를, Table 2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Table 3에는 대 

학교 일반 화학 교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 및 절차. 과학사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가 

지는 기본 입자 중에서 원소와 원자의 개념 변천 과정 

을 선행연구5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물질 

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로 19세기에 나타난 기본 

입자 중 하나인 분자와 물질변화의 정의가 어떻게 변천 

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사 

교재1,6-1에 제시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분 

자와 물질변화에 대한 정의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과학 

사적인 개념 발달 순서를 근거로 하여 유목화하였다. 

현대적인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학사의 교재보 

다는 현재 여러 대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학 교재13-1들을 분석하였다. 과학사 교재에는 보 

편적으로 현대 이전까지의 내용은 자세히 수록되어 있 

으나, 현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 

으로 개념들을 유목화하고자 협의하였으며, 도출된 유 

목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과학 교과서의 진술 내용을 분 

석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과정 

을 여러 차례 거쳐서 결정한 유목화는 연구 결과에 제 

시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진술 내용도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 4차 교육과정에서부 

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등학교 과학 교과서18-73를 

비교하였다. 제 4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 과학교과 

서를 분석한 이유는 이를 통해 과학사적 관점 중 일정 

한 관점만을 과학 교과서에서 유지하는지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 다른 관 

점으로 변화한다면, 교사가 학생 이 었을 때 배운 관점과 

교사가 되어 가르칠 때 다루는 관점의 차이나, 교사로 

경력을 쌓으면서 과거의 교육과정 관점과 새로운 교육 

과정 관점의 차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 

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점으로 유목화한 내용들이 보편적 이고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과학사 서적과 비교하여 , 연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내용 분 

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 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 교사인 과 

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4인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분석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1년 6월까지였으 

며, 매주 정규적인 모임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제한점. 연구에서 분류한 과학의 주요 관점들 

은 그 당시 과학자들의 원 논문이 아닌, 이들의 업적을 

재분석하여 기술한 과학사 교재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따라서 타당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해석의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여러 관련 과학사 문 

헌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고자 

노력하였고, 연구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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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복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당시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개념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纟로 교육과정간의 비교 

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차부터 모든 교육과정의 내 

용을 분석하려면 그 자료가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제 4 
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원소와 원 

자의 관점과 이 연구에서 분석할 분자나 물질변화에 대 

한 관점의 연결을 고려하여 유목을 정하였다. 원소나 

원자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이해되었 

던 시절과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이해되었던 시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문 

에서 제시한 교과서 분석 내용은 분자와 물질의 변화에 

대한 관점만E로 제한하였다. 원소와 원자의 과학사적 

관점과 분자와물질의 변화에 대한 관점의 연결은추후 

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자의 관점은 19세기에 이르러 형성된 것이 

기 때문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한 관점 중 

에서 원소와 원자에 해당하는 유목들은 실제 교과서 분 

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자의 현대적 관점 

에 비추어 물질의 변화에 대한 관점 중 마지막 관점이 

도출되었으나, 실제 교과서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관점도 역시 교과서 분 

석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이 연구의 초점이 교과서 분석에만 있었을 

경우 관점의 유목은 교과서의 시각에 한정하여 이루어 

질 필診卜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원소와 원자와 연결 

된 과학사적 고찰에도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 연구에 

서는 불필요한 관점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개념에 대한 역 

사적 변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 C. 384〜322；崖 물질의 근본 원인이 되 

는 온, 냉, 건, 습 4개의 성질이 물질의 근본이며, 이들 

이 혼합되어 고유한 물질의 성질인 원소(물, 불, 공기, 

흙尹卜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6 이러한 그의 생각은 중 

세 시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근대에 들어서서 기체에 대

Fig. 1. Elements and compound of Dalton’s view.

한 이중H 가 발달하고, 근본 원소로 여겨졌던 물이 다시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된다는 사실이 라부아지 

에 (Lavoisier, 1743-1794；에 의해 밝혀진 이후에야 이러 

한 고대 원소설은 밀려나게 되었다.

그 후 돌턴은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 프루 

스트 (Proust, 1754〜1826；의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설명 

하기 위하여 19세기 초에 원자설을 주장하였다. 돌턴은 

Fig. 1과 같이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한 종류의 원 

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물질 

의 성질을 발현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두 종류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것을 화합물이 

라고 보았다.9 이러한 화합물을 복합원자(complex 
atoms)1宅｝고 표현하였다.

돌턴은 원자가 실존하는 입자라고 믿고 그 당시 화합 

물의 구성비로부터 도출하여 사용한 당량 대신 원자량 

을 사용하였는데, 수소를 1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소와 화합하는 물질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원 

자량을 계산하려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비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 비율은 원자 

량을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돌턴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 

결하기 위하여 원자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한다 

는 가정을 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자량의 개념을 받아들 

이지 않고, 화학반응의 실험값을 토대로 형성된 최소 

물질량2로서의 당량 개념을 선호하였다. 이를 케큘레 

(Kekule, 1829-1896；는 '화학적인 기본 단위’라고 불렀 

다. 당량을 선호하는 경향의 내면에는 물리적인 실체로 

서의 원자 개념을 거부하려는 생각도 크게 작용하였다.11 

한편 그 당시 물질의 변화에 대한 질량의 규칙성을 

해결할 수 있었던 돌턴의 원자설로도 부피의 규칙성은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 

(Avogadro, 1776〜1856泛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원 

자가 결합하였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보가드로가 생각한 이 새로운 분 

자의 개념은 돌턴이 생각한 원소의 개념과 상치되는 것 

이다. 즉 돌턴은 원소의 경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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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생각한 것에 반해, 아보가드로는 

분자라고 보았다.

초기에 아보가드로가 분자에 대한 생각을 하였을 때 

에는 기체에 한정하였다. 즉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 

하기 위하여 분자의 개념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아 

E가드로의 가설로부터 도출된 사고, 즉 기체를 이루는 

물질은 원자가 아니라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라 

는 생각은 다른 유형의 사고로 발전하였다. 즉 모든 물 

질이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유기화학이 발달한 1850년대를 전후하 

여 형성되었다.11 따라서 후일에 원자로 존재하는 물질 

에 '일원자 분자'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이러한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189鴻에 톰슨 (Thomson, 1856〜1940)이 원자 

를 구성하는 전자를 발견하고, 루이스 (Lewis, 1857~1946) 
가 1916년에 원자 안에 분포하는 전자의 배치를 설명 

하는 옥텟규칙 (octet rule；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 루이스의 옥텟 규칙 이 결합하여 원자의 구 

조가 이해되었다. 1932년에 이르러 폴링 (Linus Pauling, 

1901〜1994)이 원자들이 가지는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통해 화학 결합의 개념을정리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는 원소나 화합물은 분 

자74이고, 이온성 결정은 분자라고 볼 수 없다74,75는 견 

해와 원자가 결합하여 만든 단위체 76,77로서 전중｝를 띠 

지 않는 것78을 분자라는 정의가 보편적纟로 받아들여 

졌다. 이 정의에 의하면 소금이나 철은 공유결합이 아 

니기 때문에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등은 공유결합을 하지만, 일정 개수의 원자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12년 X^i 회절 방법이 개발된 직후 브래그(Bragg, 
1862〜1942)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소금 결정 속에는 

NaCl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자” 단위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79 즉 오늘날 분자라는 말은 물질 중에서 

공유결합을 한 입자에 대 해서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고찰한 '물질 

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에 대한 개념은 크게 5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형성된 

것2로 물질의 공통된 성질에 입각한 원소의 개념이다. 

이때 원소는 오늘날 현대적 관점의 원소, 즉 '동일한 양 

성자 수를 가진 입자들의 집합’5의 의미가 아니다. 둘째, 

1啊기 초 돌턴이 제안한 물리적 실체로서의 원자이다. 

이 실체는 원자량이라는 단위로 측정되었다. 셋째, 19 
세기 중반에 아보7드드로가 제안한 분자의 개념이다. 그 

가 생각한 분자는 기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며,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넷째, 19세기 후반에 

유기화학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분자의 개념이 

다. 아少卜드로가 기체에 국한하여 생각하였던 분자와 

달리,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고가 형 

성되었다. 다섯째, 20세기에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존 

재가 밝혀진 후 루이스의 옥텟 규칙纟로 정교화되고, 

폴링의 전기음성도 개념으로 일반화된 화학결합의 단 

위이다. 이로부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Fig. 2. Change of views on basic unit of matte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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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anation views of molecules in middle school sci
ence textbooks

Curriculum Number of textbook View point

4th 1 Type IV

5th -
3 Type IV

2 Type III

2 Type IV V

6th 5 Type III

1 Type III

7th 7 Type IV

중에서 전자가 공유결합을 하는 것만을 분자라고 부르 

게 되었다. 이를 及g.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과학 교과서의 분자 정의 분석. 교육부에서 검정한 

제 4차, 5차, 6차 중학교 교육과정 2학년의 모든 과학 

교과서에서 이미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중심으로교과서의 설명 

유형을 분석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자의 관점 

은 3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 

도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에 제시되 

는 유형의 변천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즉 이전 교육과 

정에서 제시된 관점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더 과거 

의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제 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어 관점 IV로 분석 

되었으나, 제 5차와 6차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보다 과거의 관점인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하여 생성 

된 새로운 기본 입자가 분자이다，라는 유형 III의 관점 

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의 2종류 교과서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대적 관점인 유형 

V가 나타났다. 이 교과서에서는 분자의 정의 중 일부에 

'다이아몬드, 금속 고체, 염화나트륨 등은 분자로 이루 

어지지 않은 물질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모든 물 

질이 분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일정한 개수의 원 

자들만 공유결합하는 물질로서의 분자 개념을 소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자체는 명확하게 제시하 

지 않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지닌 가장 작 

은 입자는 분자'라는 유형 IV의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유형 IV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소금이나 금속 

고체도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라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분자일 수 있다는 혼란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제 卜 교육과정에서는 나타났던 유형 V의 관점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이전 관점 

인 유형 IV의 관점, 즉 어떤 물질을 쪼개어 나타내면 

결국 그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 이 인 분자 

가 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교과서의 서술이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유형 IV의 제 4차와 5차 

교육과정에, 그리고 유형 III의 관점은 제 6차 교육과정 

에 나타났다고 보았을 때, 제 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의 분자 개념 제시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다양한 교과서의 관점이 

제시된 것에 반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관점 

으로 통일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교과서의 다 

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 5차 이후에 여러 종류의 교과 

서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교과서에서도 유형의 변화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개념 이란 과학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고 변 

화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관점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다 현대적인 관점을 접하게 될 때, 자신들이 과거에 

배웠던 다른 관점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연결하기 어려 

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 

칠 때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에서는 분자 개념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제시해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학교에서는 화학결합의 관점을 가르치지 않고 있 

으므로 유형 V의 관점까지 이끌어주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화학결합의 

개념을 이미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현대적 관점 

으로까지 분자의 개념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에 대한 개념이 중 

학교와 비교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와의 관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분자 

의 관점을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에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분석할 당시 아직 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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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anation views of molecules in high school science textbooks

Curriculum Kind of textbook Number of textbook View point

Chemistry I
1 Type IV

4th 2 Type III, IV

Chemistry II 3 No definition

1 Type IV

5th
Science II 3 Type III, IV

3 Type IV

Chemistry 7 Type III, IV

Chemistry I
2 Type IV

6th 5 Type III

Chemistry II 7 Type III, IV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았고, 교육현장에서도 제 a 卜 교 

육과정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의 변화와 분자의 관점 변화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제 莎卜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적 관점인 유형 V의 관점도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리고 유형 III과 IV의 관점만 나타났으며, 제 4차 

교육과정의 화학 II 교과서에서는 정의 자체가 나타나 

지 않고 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관점이 화학결합을 이미 배운 학생 

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변화가 필요한 과거의 관점 

이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제시되 

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형 

III과 IV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한 경우인데, 일부 교과 

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면 새로운 입자인 분자가 

된다.... 비활성 기체는 1원자 분자이다.”

일원자 분자라는 의미 속에는 원자도 분자에 포함된 

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원자가 두 개 이상 결합해야 분 

자라는 개념과 상충된다. 원자들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 

를 분자라고 부르는 것은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구분하 

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학교보 

다는 고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화학결합의 개념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 

합하지 않으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유형 V의 관점, 즉 가 

장 현대적인 정의로서 몇 개의 원자가 공유 결합한 단 

위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중학교에서 제시한 내용, 즉 다이아몬드나 금속 물질, 

소금 등이 외 분자에서 제외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이미 공유 

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과 같은 개념과 이를 근거로 

한 물질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물 

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근본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에 결 

합의 개념 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 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일반화학 교재에서 

는 현대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에는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학 교재 

의 분자의 개념 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분석한 5개의 교재 중에 단 한 교재17만 

이 가장 현대적 관점의 정의를 하였다. 다른 3개의 교 

재13，14*에서는 원자의 개념 대신에 원소의 개념을 사용 

하여 분자를 설명하였다. 즉, '한 원소 또는 여러 원소 

들이 모여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최소단위 입자를 분 

자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중등학교 교 

과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의의 유형이다. 원소와 

원자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사

Table 3. Explanation views of molecules in general chemistry 
textbooks using in college courses

Kind of textbook View point

General Chemistry13
Chemistry Principles and Reactions14
World of Chemistry15
Principles of Modern Chemistry16

Type III

General Chemistry17 Typ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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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천과정과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즉, 원소는 

화합물과 구분되는 순물질의 하나로, 돌턴의 정의에 의 

하면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 혹은 현대적 정의 

에 의하면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들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자 대신에 원소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는 표현은 틀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원 

소와 원자의 구분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 

문에 분자의 관점 변화와는 관련이 없어서 따로 유형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원소를 원자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의 유형 III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유형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를 형성한다卜고 정 

의한 것으로, 이 역시 동일한 유형 III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화학 교 

재에서도 분자의 현대적 관점보다는 과거의 관점, 특히 

유형 III의 관점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에서 일반화학 교재를 통해 분자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학습한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 

르치게 되면, 이들이 다른 관점을 접하였을 때, 혼란스 

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교사교육과정에서도 이루어질 필B卜 있 

다고 본다.

물질의 변화에 대한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고대의 엠 

페도클레스(Empedokles, BC 약 490〜430冷 "사랑과 

미움”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중세와 근대까지 물질의 친화력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친화력은 물질 

의 고유한 성질이며, 이로 인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고유 

한 성질은 변화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입자관이나 입자 사이의 결합력에 대 

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친화력에 대한 개념은 용해 

현상과 같은 물리변화나 금속과 산의 반응과 같은 화학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즉 그 당시에는 용해 현상 

은 용매와 용질의 친화력 때문에 일어나며, 이 때 형성 

되는 용액은 화합물로 간주되었다.11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주장하 

였던 프루스트 (Proust, 1754〜1826)와 이를 반박하고 가 

변적인 화합비 (부정 합비)를 주장한 베르틀로 (Berthollet, 
1748-1822)의 논쟁은 유명하다. 베르틀로는 프루스트의 

일정성분비를 반박하기 위한 사례로 용액과 합금을 들 

었다. 그러나 프루스트는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단지 

'자연의 의지'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화합물이 실 

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당시 물질이 변 

화하여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은 친화력 때문이 

며, 새로운 화합물은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생 

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돌턴 (Dalton, 1766〜1827)이 원자설을 

주장하고 학계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 

시적인 입자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1803년에 돌턴은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 프루스트(Proust, 
1754〜1826问 일정성분비의 법칙 등 그 당시 규칙성이 

발견된 화학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자설을 제창 

하였다.9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돌턴은 물질 

을 구성하는 복합원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순 

물질 중 원소는 단일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화합물은 

복합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복합원 

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少卜지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성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소 

의 경우에는 단일 원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이며 이들 

사이에 결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나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나 복합원자의 

조성비가 변화하면 화학변화, 조성비의 변화가 없으면 

물리변화로 생각하였다.

그 후 돌턴의 이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기체 반응의 

법칙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보가드로가 분자 개념을 도 

입하였다. 그가 생각한 분자는 돌턴의 복합원자와 달리 

원소에도 적용된다. 그는 복합원자를 '화학입자'로, 그 

리고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는 단순입자라고 구분하고, 

이러한 입자들은 모두 원자들이 정수비로 결합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11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통해 '구성단 

위입자가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분자이다. 

이 '구성단위입자'의 개념은 프랑스의 아유이 (Hauy, 
1743-1822问 결정학에서도 사용되었다. 그가 언급한 

이 구성단위 입자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분할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소와 화합물의 경우 모두 구성 입자는 보다 단순한 원 

자들이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이 되는 입자가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화학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보 

가드로가 기체의 경우에만 적용하였던 이러한 개념은 

19세기에 유기화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물질의 경우에 

적용되었다.11 특히 유기화학에서는 공유결합성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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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views on matter change.

，누 EH

ffl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나 금속결합 물질 

의 경우에 구성 단위 입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못 

하는 점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원자 안의 전자 배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물질 

의 성질을 나타내는 화학결합의 개념도 정리되었다. 또 

한 양자 역힉■의 발달로 원자궤도함수 (atomic orbital)와 

분자궤도함수론 (molecular orbital theory) 이 확립된 毛 

물질의 원자 궤도함수와 분자 궤도함수에 있던 전자의 

변화 유무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하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물질 변화의 정의는 Fig. 3과 같이 과학사적 

E로 볼 때 3가지 관점 E로 변천하여 왔다.

첫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耕』기 베르틀로까지 지 

속되었던 친화력의 개념纟로 설명되었던 관점이다. 이 

당시에는 입자적 관점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므로 물질 

의 변화는 단순히 거시적E로 관찰이 가능한 성질의 변 

화로 구분되었다. 둘째, 1少』기는 돌턴의 원자설과 아 

보가드로의 분자설에 의해 순물질 내에서 원자들의 재 

배열하거나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변화를 화학변화 

로 본다. 셋째, 20세기에 옥텟 규칙과 양자역학의 관점 

인 궤도함수론이 결합되면서 전자의 관점에서 물질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즉 입자를 구성하는 전자, 혹은 궤 

도함수 내 존재하는 전자가 이탈하거나 새로운 전자가 

들어오는 변화가 있으면 화학변화, 이러한 변화가 없으 

면 물리변화로 본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원자가 이온으 

로 변화하는 것은 화학변화이다. 그러나 조성 비의 변화 

나 결합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유형纟로는 물리 

변화로 구분된다.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변화에 정의 분석. 중학교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의 2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 

된 물질 변화의 정의 유형을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 

하였다. 분석할 시점에는 아직 제 7차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Table 4. Explanation views of matter change in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Curriculum Matter change View point Number of Textbook

/1th __ Chemical change Type I _ 14th
Physical change No definition

1

Chemical change Type I 5

5th
Physical change

Type I 2

No definition 3

Chemical change Type I 7

6th
Physical change

Type I 2

No defini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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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 

다. 분석 결과 제 4, 5, 6차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에 

서는 대부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8세기의 베르틀로 

까지 지속된 성질의 변화’ 관점으로 물질의 변화 개념 

을 제시하였다. 즉 유형 I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교과 

서의 경우에는 물리변화는 정의하지 않고 화학변화만 

정의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제 4차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과학 교 

과서들은 큰 변화 없이 유형 I로 화학변화를 정의하고, 

물리변화는 정의하지 않거나 유형 I로 정의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정의를 제시하기 전에，물질의 특성’이라 

는 단원에서 용해도,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물리변화 

에 국한된 내용을 물질의 성질로 학습한다. 따라서 끓 

는점, 용해도 등을 물질의 성질로 배운 학생들에게 유 

형 I과 같이，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화학변화라고 정 

의해 주면, 용해도나 밀도 등이 변화하면 화학변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주어진 온 

도 조건만 달라도 이러한 성질은 변화한다는 점을 이 해 

한다면 화학변화를 물질의 성질의 변화로 정의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돌턴의 원자와 아보가드로의 분 

자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형 II의 관 

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교과서가 전혀 없었다. 제 4차부 

터 제 卜 교육과정까지 중학교에서는 이온의 개념과 

전자의 개념 역시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산화환 

원 반응이나 산 • 염기 반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대표적 인 화학변화들을 통해 물질의 변화에 

대한 정의를 전자의 이동 관점인 유형 III로 제시할 수 

있으나, 물론 그러한 시도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 

었다.

그리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같은 유형으로 관련 

지어 설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화학변화만 설명되고 

물리변화는 설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Table 5에서는 제 4차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개발 

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화학교과서에서 관련 부분 

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는 아직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Table 5. Explanation views of matter change in high school science textbooks

Curriculum Textbook Matter Change View point Number of Textbook
Type I 1

Chemical change Type II 1
Chemistry I No definition 1

4th
Physical change

Type I 1
No definition 2

Chemical change No definition 3
Physical change No definition 3

Type I 1

ScienceII
Chemical change Type II 3

No definition 3
5th Physical change No definition 7

Chemical change
Type I 1

Chemistry Type II 5
Physical change No definition 3

Type I 1

Chemistry I
Chemical change Type II 4

No definition 3
Physical change No definition 8

6th
Type I & II 4

Chemical change Type II 2
No definition 1

Type I 2
Physical change Type II 1

No defin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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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서는 유형 II 
의 관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다른 단원에서 전자 

를 고려한 화학 결합의 개념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유형 III의 관점 

은 나타나지 않았다. 제 4차부터 제 卜 교육과정까지 

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와 마찬가 

지로 물리변화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 

았다.

제 莎卜 교육과정의 4종류 교과서에서는 화학변화를 

，물질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 원자의 배열이 달라 

지면서 일어나는 것. 반응물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유형【과 

유형 II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2종류의 교과서에서는 물리변화를 설명할 때,，물 

질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상태만 변하는 것'이라는 

유형 I의 관점으로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같은 교과서 

에 제시된 화학변화의 관점과 관련지어 유형 II, 즉 원 

자의 배열의 관점이나 결합의 생성 유무 관점으로 물리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한 교과서만이 같은 

유형 II의 관점으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설명하였다.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화학변화만을 설명하고, 물리변화 

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일반화학 교재에서 

는 현대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6에서는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학 교 

재에 제시된 물질의 변화에 관련된 개념 유형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Table 6의 교재 중에서 유형 II로 물리변화와 화학변 

화를 일관성 있게 설명한 교재는 하나 뿐이었다. 그리 

고 유형 III으로 제시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물

Table 6. Explanation views of matter change in general chem
istry textbooks using in college courses

Matter change View point Number of Textbook

Type I 3

Chemical change Type II 1

No definition 1

Type I 2

Physical change Type II 2

No definition 1

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교재도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향과 유사하며, 이로부터 고등학교의 화학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과서의 긴밀한 관계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과학사적 인 관점 에서 고찰해 볼 때 물질의 성 질을 나 

타내는 기본 단위에 대한 개념은 크게 5가지 관점으로 

변화하였고, 물질의 변화에 대한 개념은 3가지 관점으 

로 변화하였다. 이 두 개념의 변천은 서로 관련성을 가 

진다. 물질의 성질을 발현하는 원소의 개념이나 친화력 

을 나타내는 당량의 개념은 모두 19세기 초 돌턴이 제 

안한 입자론적 물질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물질의 성질 

을 나타내는 근원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물질의 변화 

는 이러한 성질의 변화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에 대한 개 

념의 유형 I은 물질의 변화에 대한 개념 유형 I과 관련 

된다. 19세기 돌턴의 원자 개념인 유형 II, 아보가드로 

의 분자 개념인 유형 III, 유기화학적 분자정의 인 유형 

IV는물질의 변화 개념 중에서 원자와 분자의 재배열에 

따른 조성비 변화로 물질의 변화를 보는 유형 II의 관 

점과 서로 관련성 이 있다.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결합의 

관점인 분자 유형 V는 입자내 전자의 변화로 물질의 

변화를 이해하는 유형 III의 관점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18C 이전의 물질변화 정의 인 유형 I 을 가지고 

는 19C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와 분자 개념인 유형 II, 
III, IV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고, 19C 물질변화 정의 

인 유형 II를 가지고는 20C 전자 이동에 의한 분자 개 

념인 유형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없다.

과학사를 통해 우리는 과학의 개념들이 상호 관련성 

을 가지며 변화되어 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 아 

마도 중학교 때부터 도입되는 원자와 분자, 물질의 성 

질에 관련된 단원일 것이다. 과학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만이 관점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과학이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줌으로써 과 

학 개념에 대한 중요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시대의 관점으로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좋 

은가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 

각이 가능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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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현대적 관점에서 화학결합을 통해 분자를 도 

입할 수도 있고, 화학결합을 도입하지 않았던 이전의 

관점으로 분자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

과학교과서에서 현대적 정의가 아닌 과거의 정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교수학습의 효과적 측면에서 과학사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8但하다는 것과 현대적인 정의가 학습자의 인지 수 

준에 비추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 

여 정확히 그 시대의 사고 형태를 제공한다면 과학의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82,83

그러나 문제는 교과서 내용 중 일부는 현대적 관점에 

서 화학결합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보다 전 

시대의 관점으로 분자나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도입에서 분 

자를 소개할 때에는 아보가드로의 시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단원에서는 20세기의 화학결합 개념을 도입하 

면서 이와 함께 변화된 분자의 개념을 연결지어 소개하 

지 못한다면, 교육학적 입장에서 개념의 전이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학습이 이루 

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이 과학사 

적인 안목으로 풀어지지 못하고 뒤엉켜 제시된다면 학 

생들에게 과학사를 도입하여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려 

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달리, 중학교 과정에서 원자의 재 

배열에 의한 화학적 변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돌턴이 원자를 주장하였을 때 생각 

하고 있었던 물질의 변화에 대한 생각, 즉 원자의 재배 

열에 대한 생각을 돌턴의 원자가 도입되는 중학교 과정 

에서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지수준이나 교수학습 

의 효과 면에서 크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개념이 언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가르치는 지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누구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 

류라는 시각도 과학사적으로 본다면 관점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사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 

나도록 서술되어 야 하는 입자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 

서 서로 다른 시기의 관점들이 뒤엉켜 과학사적인 순서 

와 맞지 않게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의 개념을 중학교 과정에 도입하였다면, 돌 

턴의 시각대로 이와 상호 관련된 관점인 원자의 재배열 

시각으로 물질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사적인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천 

에 따른 내용의 변화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는 이미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20세기 이 

전의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학사적 개념 

변화가 맞물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과정 

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관점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 

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 

이 적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교과서에 따라 다소 달랐다. 그러나 학생들이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 

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각을 연계하여 과학사적 

으로 관점이 변화가 일어난 과정과 이에 따라 변화된 

관련 개념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는 비단 분자와 물질 변화의 

정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과학 개념에도 이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 

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개념의 혼동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학생과 교사에게도 나타나는지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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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시중; 정완호; 한복수; 우종옥; 이종면; 임경배; 

정근화; 민경덕; 구창현; 이광석; 최돈형; 김병국; 이 

상진; 박범익 중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서울, 1994.
28. 박봉상; 서정쌍; 박희소 김윤우; 정대 영; 허성 일; 

서광호; 최병수 중학교 과학, 동화사: 서울, 1994.
29. 송인명; 이춘우; 오제직; 최석남; 박영철; 문형태; 

우영균; 곽종흠 중학교 과학; 교학사: 서울, 1994.
30. 우규환; 홍종배; 안태인; 권병두; 진황운; 손영즈!; 

이 팽 윤; 전성용 중학교 과학, 천재 교육: 서울, 1994.
31. 정창희; 이원식; 강만식; 이인규; 송희성; 윤홍식; 

이 금휘; 한인섭 ; 박은호; 문찬호; 윤용 중학교 과학, 

교학사: 서울, 1994.
32. 김정률; 고현덕; 김재현; 김남일; 임용우; 동효관; 

김선주; 남철두; 김영순; 이준용 중학교과학, 블랙 

박스: 서울, 2000.
33. 김찬종; 김희백; 박시진; 오차환; 양재철; 장흥식; 

정진문; 조현수; 최후남; 한송희; 현종오; 홍경희 중

학교 과학, 디 딤 돌: 서울, 2000.
34. 박봉상; 김윤우; 홍달식 ; 박문수; 정대 영; 심국석; 

심중섭; 최진복; 장정찬; 최병수; 진만식 중학교 과 

학; 동화사: 서울, 2000.
35. 이광만; 허동; 이경운; 정문호; 방태철; 이기성; 안 

태근; 정상윤; 복완근; 정익현; 박병훈; 박정일; 정수 

도; 김경수; 박지극; 송양호; 이 천기 중학교 과학, 

지학사: 서울, 2000.
36. 이성묵; 채광표; 김기대; 노태희; 정지오; 서인호; 

김영수; 김윤태; 이세영; 이문희; 권석민; 손영운 중 

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서울, 2000.
37. 정완호; 우종옥; 권재술; 김번기; 최병순; 정진우; 

김성하; 백성혜; 이석형; 이봉호 중학교 과학, 교학 

사: 서울, 2000.
38. 최돈형; 김동영; 김봉래; 김재영; 노석구; 신영준; 

이기영; 이대형; 이면우; 이명제; 이상인; 전영석; 중 

학교 과학, 대 일도서 : 서울, 2000.
39. 김시중 황정의; 이종면; 구창현 화학I; 금성교과서 

주식회사: 서울, 1983.
40. 소현수; 김관영; 윤길수; 이영만 화학I; 동아출판사: 

서울, 1983.
41. 이원식 화학I; 동아서적: 서울, 1983.
42. 김시중; 황정의; 이종면; 구창현 화학 II; 금성교과 

서주식 회사: 서울, 1983.
43. 소현수; 김관영; 윤길수; 이 영만 화학II; 동아출판 

사: 서울, 1983.
44. 이원식 화학II; 동아서 적: 서울, 1983.
45. 박대순; 최상규 과학 11（하）; 연구사: 서우 1989.
46. 박원기 과학II（하）; 지학사: 서울, 1989.
47. 박태규; 채우기; 지원균 과학II（하）, 금성출판사: 서 

울, 1989.
48. 백태홍; 차재선; 정규철 과학II（하）; 동아서적: 서우

1989.
49. 소현수; 김관영; 윤길수; 이영만 과학!I（하）, 동아출 

판사: 서울, 1989.
50. 이원식 ; 한인섭 ; 윤용 과站【（하） 교학사: 서울, 1989.
51. 정구조; 류재홍; 한용술; 이대형 과학 11（하）, 노벨문 

화사: 서울, 1989.
52. 김시중; 이종면; 구창현 화학, 금성출판사: 서울 1989.
53. 박원기 화학, 학연사: 서울, 1989.
54. 백태홍; 정규철 화학, 동아서적 : 서울, 1989.
55. 서정선; 홍창표; 이범홍; 전영협 화학, 지학사: 서울 

1989.
56. 소현수; 김관영; 윤길수; 이영만 화학, 동아출판사: 

서울, 1989.
57. 오제직 ; 이운주; 김종희 ; 이 수일 화학, 문호사: 서울, 

1989.
58. 이 원식; 한인섭; 유용 화학, 교학사: 서울, 1989.
59. 박택규; 문정대; 채우기; 지원균 화학I; 금성출판사: 

서울, 1998.
60. 소현수; 윤길수; 이영만; 허성일; 김용원 화학I;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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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아: 서울, 1998.
61. 여수동; 여환진; 장영근; 이규옥 화학I 청문가 서울, 

1998.
62. 오제직; 김종희; 박병빈; 최석남 화학I 교학사: 서울, 

1998.
63. 우규환; 김강진;이 인길; 여상인 화학V; 천재교육: 서 

울, 1998.
64. 정구조; 류재홍; 이대형 화학 I- 동아서적: 서울, 

1998.
65. 정용순; 송호봉 화학I; 형설출판사: 서울, 1998.
66. 최병순; 문영삼; 신재섭; 김대수; 현종오 화학I; 한 

샘출판사: 서울, 1998.
67. 김시중; 황정의; 이종면; 구창현 화학II; 금성교과 

서 주식회 사: 서 울, 1998.
68. 박택규; 정규철; 김우탁 화학II; 박영사: 서울, 1998.
69. 여수동; 여환진; 장영근; 이규옥 화학II- 청문각: 서 

울, 1998.
70. 오제직; 김종희; 박병빈; 최석남 화학II, 교학사: 서 

울, 1998.
71. 이운주; 방태철; 이승열 화학II; 고려서적주식 회사: 

서울, 1998.
72. 정구조; 류재 홍; 이대형 화학 II; 동아서 적: 서울,

1998.
73. 최병순; 문영삼; 신재섭; 김대수; 현종오 화학II, 한 

샘출판사: 서울, 1998.
74. 권영식; 최봉준; 박주훈; 방선권; 유황룡; 이동섭 최 

신일반화학, 동화기술: 서우 1992.
75. 안운선 대학화학, 탐구당: 서울, 1993.
76. 최희선; 최영숙 일반화학, 자유아카데미: 서울, 1987.
77. 홍종순; 박태욱; 최석규 일반화학, 동화기술: 서울, 

1994.
78. 오준석 화학원론, 형설출판사: 서울, 1985.
79. 이덕환역 분자세계와 대칭성,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1996.
80. 홍진기 과학사의 도 입을 통한 현행 중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개선, 연세 대 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6.
81. 류미현 과학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중학교 과학수 

업에서의 적용 효과,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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