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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화학 전공 교사들의 화학전지 전극에 한 인식 조사

Recognition Investigation of Physics and Chemistry Teachers on
Electrodes in Galvan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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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recognitions on outside and inside electrodes in an electric circuit supplied
by a galvanic cell, through survey and interview of teachers studying in Departments of Physics Education and
Chemistry Education at H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ysics majors' designations on outside or inside parts of
electrodes in a galvanic cell were different from Chemistry majors'. Teachers who had majored in physics had
difficulties on the inside electrode of a galvanic cell, while teachers who had majored in chemistry had difficulties on
the outside electrode. Reasonings for designations of electrodes were attributed to direction of electric current in case
of physics teachers and redox in case of chemistry teachers, respectively, which are strongly dependent on
backgrounds performed in their undergradu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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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 개념을 습

득하게 하는 것은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

다(신동혁 등, 2002). 그러나 많은 연구(Allsop &

George, 1982; 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Huddle, White & Rogers, 2000; Ogude &

Bradley, 1994, 1996; Ozkaya, 2002;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에서 학생들과 과

학 교사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

가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학전지의 개념은 물리학 교육 과정과 화학 교육

과정에 있어 핵심적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많

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으며, 물리학 전공 교사들과 화학 전공 교사들 또한

개념 설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전기

화학 단원이 물리학과 화학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는 전지 외부 회

로를 중심으로 전류, 전압, 저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화학에서는 화학전지 내부의 산화∙환원 반

응을 중심으로 전기 단원을 다루고 있다(교육인적자

원부, 2007). 이와 같이 외부 회로와 전지 내부의 개

념을 분리해서 다루므로 anode(양극)와 cathode(음

극) 개념 정의 방식이 다르다. 물리학에서는 전지 외

부 회로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는 전극을 anode(양극,

(+)극),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전극을 cathode(음극,

(-)극)이라고 정의한다(경상 학교 물리학과 등 공역,

2006; 모혜정 등, 1998). 그러나 화학에서는 전지 내

부에서 전자를 내놓는 전극인 산화 전극을 anode(양

극, (-)극), 전자를 받는 전극인 환원 전극을

cathode(음극, (+)극)이라고 정의한다( 학화학교재

편찬회 역, 2006; 일반화학교재연구회 역, 2002; 일

반화학교재편찬위원회 역, 1998; 화학교재편찬연구

회 역, 2005). 이와 같이 하나의 전극인데도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많은 학생과 교사

들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전지 외부 회로와 화학전지 내부의

개념을 분리하여 연구해 왔다. 물리 교육 분야에서는

전류에 한 학생들의 오개념 연구(문충식, 199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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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 극복을 위해 전류에 관한 실험과 토의 연구(김

민 등, 1990; 김 민, 1993), 교수법의 변화 연구(김

민과 권성기, 1992; 원동만, 2000) 등이 이루어졌

다. 또한 화학 교육 분야에서는 전기분해, 화학전지에

서의 염다리, 전극전위 등에 한 학생들의 오개념 연

구(박진희 등, 2003, 2004a, 2004b, 2006)와 오개

념 극복을 위해 실험을 통한 개념 변화 연구(이순희,

2002)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화학전지의 외부 회로와 내부에서의 전극의

개념을 전류의 흐름과 관련지어 일관성 있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물리학 전공

교사와 화학 전공 교사들에게 화학전지의 전극인

anode(양극)와 cathode(음극)를 화학전지의 외부와

내부에서 각각 결정하도록 하며, 화학전지 외부와 내

부에서의 전극 결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상 및 절차

화학전지에 한 선행 연구(Allsop & George,

1982; Barral, Fernandez & Gallastegui, 1992;

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Huddle,

White & Rogers, 2000; Morikawa, Williamson,

2001; Ogude & Bradley, 1994, 1996; Ozkaya,

2002;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

조사와 내용 분석을 통해 검사지를 개발하 고, 물리

학 전공 교사와 화학 전공 교사들을 상으로 검사지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 다. 검사지와 면담 자료를 분

석한 후 결론을 도출하 다. 연구 상은 H 학교 교

육 학원에 재학 중인 물리학 전공 교사 50명과 화학

전공 교사 50명의 현직교사이다. 

2. 검사지

검사지는 상자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기초 조사

문항과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의도한 화학전지의 개

념에 한 내용을 묻는 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arnett & Treagust(1992)의 인터뷰 프로토콜을 참

고로 하여 개발된 검사지는 현직 물리교사 3명과 화학

교사 3명에게 예비투입을 통해 1차 수정을 한 후, 과학

교육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 보완하 다.

검사의 내용은 물리학 전공 교사와 화학 전공 교사

들이 화학전지의 전극인 anode(양극)와 cathode(음

극)를 화학전지 전극의 외부와 내부에서 각각 결정하

도록 하며, 화학전지 전극의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문항 내용과

그 문항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주안점을 Table 1에

제시하 다.

3. 면담

면담은 검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비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 으며 개방

적 질문을 하 다. 전극 결정 이유에 따라 그룹을 분

류한 후, 물리학 전공 교사 5명과 화학 전공 교사 5명

을 면담의 상으로 선정하 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실시하 으며, 시간은 짧게는 30분정도 소요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교사들의 전공별 화학전지 전극에 한

인식 조사에 목적을 두고 교사들의 근무 학교 형태에

한 차이를 조사에 반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제

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참여자

들이 화학전지의 외부 회로와 내부에서 전극을 어떻

게 결정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전극 결정의 이유에 따

라 유형별로 면담한 자료를 제시하 으며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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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and question numbers for investigation 

contents question No.

Designations on outside parts of electrodes in galvanic cell 1-1, 1-2

Designations on inside parts of electrodes in galvanic cell 1-3, 1-4

Agreement on designations on outside and inside electrodes in galvanic cell 1-5, 1-6, 1-7, 1-8, 1-9



개념 형성 원인으로 작용했을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

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회로 전

체에서의 전류의 흐름과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

칭은 Fig. 1과 같다. 

1.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전극 외부에 한 결정은 물리학적 정의에 의해 전

류의 흐름 방향으로 결정된다. 제시된 화학전지의 경

우는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아

연전극에서 구리전극 방향이므로 전류의 흐름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 인 구리전극에서 아연전극

방향이다. 따라서 전류가 흘러나오는 구리전극이 양

극인 anode, (+)극이고,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아연전

극이 음극인 cathode, (-)극이다. 물리에서는 전위가

높은 쪽을 (+)극으로 전위가 낮은 쪽을 (-)극으로 정

의한다(경상 학교 물리학과 등 공역, 2006; 모혜정

등, 1998).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공별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은 화학 전공 교사가 50

명 중 16명(32%)이 anode(양극)를 구리전극으로,

cathode(음극)를 아연전극으로 결정하 고, 32명

(64%)이 anode(양극)를 아연전극으로, cathode(음

극)를 구리전극으로 결정하 다. 물리학 전공 교사는

50명 중 34명(68%)이 anode(양극)를 구리전극으로,

cathode(음극)를 아연전극으로 결정하 고, 11명

(22%)이 anode(양극)를 아연전극으로, cathode(음

극)를 구리전극으로 결정하 다. 전공별 화학전지 외

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에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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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mes of outside and inside electrodes in a galvanic cell with electric circuit 

Fig. 2 Designations on outside electrodes in a galvanic cell



과 유의 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전공

별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공별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 이유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 이유를 분석하면 화학

전공 교사는 50명 중 38명(76%)이 산화∙환원 반응

으로 전극을 결정하 다. 화학 전공 교사들이 화학전

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이었는데도 산화∙환원

반응에 한 판단으로 전극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많

은 화학 전공 교사들이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에 연결

되어 있을 때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류의 흐름

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화학 전공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 교과인 화학을 이론적 배경으

로 전극을 결정한 것이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공 교사 2명(교사7, 교사

8)과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외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7 : 산화∙환원 반응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연

판에서는 산화가 일어나 전자가 나오기 때

문에 cathode(음극)라고 생각했고, 구리판

은 환원이 일어나 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

에 anode(양극)라고 생각했어요. 

교사8 : 산화 전극은 전자를 잃는 경우니까 (+)로

잡고 환원 전극은 전자를 얻는 경우니까

(-)로 잡고 cathode(음극)와 anode(양극)

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으로 전극을

결정했어요. 아연은 전자를 내놓으니까 산

화전극이고 (+), anode(양극)고, 구리는 전

자를 얻으니까 환원전극이고 (-),

cathode(음극)로 결정했어요.

화학 전공 교사들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아닌, 산

화∙환원 반응에 한 판단으로 전극을 결정했는데도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산화전극이 anode(양극)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환원전극이 cathode(음극)라는

구체적인 화학적 배경지식은 부족하 다. 또한 금속

전극이 산화가 되어 전자를 잃으면 (+)극이 되고, 환

원이 되면 전자를 얻어서 (-)극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

개념을 가지기도 했으며 양극과 (+)극, 음극과 (-)극

을 동일시하는 오개념을 가진 교사도 있었다. 이는 선

행 연구(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에 제

시되었던 오개념에 해당한다.

물리학 전공 교사는 50명 중 26명(52%)이 화학전

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지 외부 회

로에서의 전극 결정 이유를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판

단하 다. 이는 물리학에서의 전극 결정 정의에 따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 인 전류의 방향으로 전극을

결정한 것이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

지고 있는 물리학 전공 교사 2명(교사3, 교사4)과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외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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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sonings for designation of outside electrodes in a galvanic cell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3 :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구리 쪽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정했어요. 전자를

내놓는 쪽이 (-)극이니까 cathode(음극),

전자를 받는 쪽이 (+)극이니까 anode(양극)

로 결정했어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전극을 결정한 거죠.

교사4 : 전자의 이동 방향이 아연에서 구리로 가니

까 전류의 방향은 구리에서 아연 쪽으로 생

각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에서 (-)이

므로 (+)쪽을 cathode(음극)로 구리, (-)쪽

을 anode(양극)로 아연으로 놓았습니다.

즉,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

정했어요.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

과 반 니까요.

물리학 전공 교사들 부분이 물리학에서의 전극

결정 정의에 따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 인 전류의

방향으로 전극을 결정했지만 일부는 anode(양극)와

cathode(음극)의 의미를 혼동하기도 하 다. 이는 선

행 연구(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에 제

시되었던 오개념에 해당한다.

2.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은 화학적 정의에 의해 산

화∙환원 반응으로 결정된다. 아연의 표준환원전위값

이 -0.76V이고 구리의 표준환원전위값이 0.34V이므

로 아연전극과 구리전극을 연결하여 만든 화학전지에

서는 표준환원전위값이 작은 아연전극이 산화되고,

표준환원전위값이 큰 구리전극은 환원된다. 산화전극

인 아연전극이 외부회로로 전자를 내놓으므로 (-)극,

환원전극인 구리전극이 외부회로를 통해 전자를 받으

므로 (+)극이다( 학화학교재편찬회 역, 2006; 일반

화학교재연구회 역, 2002; 일반화학교재편찬위원회

역, 1998; 화학교재편찬연구회 역, 2005). 

또한 아연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에는 산화

반응에 의해 아연이온이 증가하여 상 적으로 양이온

이 더 많이 존재하고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

액에는 환원 반응에 의해 구리이온이 감소하여 상

적으로 음이온이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전해질

용액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염다리에 존재

하는 양이온은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 쪽

으로 이동하고 염다리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아연이온

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 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양전하의 이동이 아연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

쪽에서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용액 쪽으로 있

게 되어 전해질 용액 안에서는 전류가 아연금속에서

염다리를 통해 구리금속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산화전극인 아연전극이 전류가 흘러나오는 양극인

anode이고, 환원전극인 구리전극이 전류가 흘러들어

가는 음극인 cathode이다. 즉, 아연전극은 양극인

anode, (-)극이고 구리전극은 음극인 cathode, (-)

극이다( 학화학교재편찬회 역, 2006; 일반화학교재

연구회 역, 2002; 일반화학교재편찬위원회 역, 1998;

화학교재편찬연구회 역, 2005; Morikawa, Williamson,

2001).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공별 화

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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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의 결정은 화학 전공 교사가 50명

중 28명(56%)이 anode(양극)를 구리전극으로,

cathode(음극)를 아연전극으로 결정하 고 22명

(44%)이 anode(양극)를 아연전극으로, cathode(음

극)를 구리전극으로 결정하 다. 물리학 전공 교사는

50명 중 10명(20%)이 anode(양극)를 구리전극으로,

cathode(음극)를 아연전극으로 결정하 고, 31명

(62%)이 anode(양극)를 아연전극으로, cathode(음

극)를 구리전극으로 결정하 다. 전공별 화학전지 내

부에서의 전극 결정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 0.073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전공별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공별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 이유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 이유를 분석하면 화학 전공

교사 50명 중 28명(56%)과 물리학 전공 교사 50명 중

18명(36%)이 산화∙환원 반응으로 전극을 결정하

다. 이는 부분의 교사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을 화학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으

로 결정한 것이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공 교사 2명(교사10, 교사8)과 물

리학 전공 교사(교사1)와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10 : 솔직히 산화∙환원 반응으로 결정했지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를 거라 생각

했어요. 수용액에서는 금속판일 때와 이온

화 경향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도 달라질 거 같아요.

교사8 : 내부 역에서는 아연이 환원되니까 환원

전극, 구리는 산화되니까 산화 전극으로 결

정했어요.

면담자 : 외부 역에서 아연이 산화된다고 했는데

내부 역에서 아연이 왜 환원되나요?

교사8 : 내부 역에서는 아연이온이 들어있는 전해

질 용액으로부터 아연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그 얻은 전자가 외부 역의

아연금속에서 도선을 통해 구리금속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외부 역의 아연금속은

전자를 잃은 산화가 되는 거죠. 외부 역에

서 전자를 얻은 구리금속이 환원이 되고 그

얻은 전자를 내부 역의 구리이온이 들어

있는 전해질 용액 속으로 내보내요. 그러니

까 내부 역의 구리금속은 또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연금속이 산

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해요. 또, 구리금

속이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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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1 : 아연과 구리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 때문에

황산아연 용액에서 아연이 양이온으로 이온

화되고, 황산구리 용액에서는 황산이온이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그러니까 아

연과 구리의 이온화 경향성 차이에 의해서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크고,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내놓고 이온화 경향이 작은 구리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가 아연에서 구리 쪽으

로 염다리를 통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

연을 cathode(음극), 구리를 anode(양극)

로 결정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 염다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건가요?

교사1 : 네

화학 전공 교사들은 산화∙환원 반응으로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을 결정했어도 산화∙환원 반응의 의

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용액 상

태에서의 이온화 반응과 금속 상태에서의 이온화 반

응이 다를 것이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하

나의 전극을 전해질 용액에 들어있는 부분과 전해질

용액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한 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

어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 다. 이는 선행

연구(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오개념이다. 물리학 전공 교사는 산화∙환원

반응에 한 판단으로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을

결정했지만 이온화의 의미와 염다리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Garnett

& Treagust, 1992a, 1992b; Sanger &

Greenbowe, 1997a, 1997b, 1999)에서 언급했듯이

전자가 염다리를 통해 이동하여 순환한다는 오개념에

해당한다. 

물리학 전공 교사 50명 중 16명(32%)이 물리학에서

의 전극 결정 정의에 따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 인

전류의 방향으로 전극을 결정하 다. 이는 적지 않은

물리학 전공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 교과인 물리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전극을 결정한 것이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 전공 교사

2명(교사2, 교사3)과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2 : 내부 역에서는 전류가 아연금속에서 구

리금속 쪽으로 흘러서 음극 역할을 하는 것

이 구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면담자 : 그러면, 내부 역에서 아연금속에서 구리

금속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무엇을 통

해서 흐르나요? 

교사2 : 염다리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염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교사2 :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3 : 전자의 이동으로 결정했어요. 외부 역에

서 이동해온 전자가 구리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아연으로 들어가요. 전자가 순환할 거

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 그러면 전자가 염다리를 통해서 이동하나

요?

교사3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염다리가 녹을

거 같아요. 분해가 될 거 같아요. 염다리는

전자의 이동과는 상관없을 거 같아요.

물리학 전공 교사들은 물리학에서의 전극 결정 정

의에 따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 인 전류의 방향으

로 전극을 결정하 지만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근본

원인과 염다리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하의 이동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막연

하게 전자가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물리학 전공 교사 중에는 산화∙환원 반응으

로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산화∙환원 반응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전극을 결정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

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 전공 교사(교사5)와

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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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5 : 아연과 구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서 전자를

내놓는지,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극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화학 전공 교사 50명 중 12명(24%)과 물리 전공 교

사 50명 중 4명(8%)이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

되어 있을 때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을 이온

의 이동 방향으로 결정했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

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공 교사(교사9)와의 면

담 내용이다.

면담자 : 내부 역에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를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요?

교사9 : 염다리의 K+이온과 Cl-이온의 이동 방향을

보고 결정했어요. Cl-는 황산아연 용액 쪽으

로 이동하고 이것은 아연금속이 (+)극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했

어요. 또 K+이온은 황산구리용액 쪽으로 이

동하고 이것은 구리금속이 (-)극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래서 아연금속이 cathode(음극)이고 구리

금속이 anode(양극)라고 결정했어요.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

지 내부에서의 전극을 이온의 이동으로 결정한 경우,

염다리가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해질 용액 속

이온들 간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 아닌, 전극의 전기적

성질((+)극, (-)극)에 따라 염다리에 존재하는 이온들

이 전극으로부터 정전기적 인력을 받아 이동한다고

생각했다. 

각 교사별로 화학전지 외부 회로에서의 전극 결정

과 화학전지 내부에서의 전극 결정의 이유를 추적 조

사한 결과, 전극 결정의 이유가 일관성이 없었다. 

3. 외부와 내부에 한 전극 명칭 일치 여부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구리전극

은 외부회로에서 anode(양극, (+)극)이고 내부에서는

cathode(음극, (-)극)이다. 또한 아연전극은 외부회로

에서 cathode(음극, (-)극)이고 내부에서는 anode(양

극, (-)극)이다. 따라서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

되어 있을 때 하나의 금속판인데도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보면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전류의 흐름 관점

에서 보면 이러한 명칭의 불일치는 당연하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공별

로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이 일치하는 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이 일치하는 지에 해 화학 전

공 교사 50명 중 20명(40%)과 물리학 전공 교사 50

명 중 7명(14%)이 명칭이 일치한다고 했으며 화학 전

공 교사 26명(52%)과 물리학 전공 교사 36명(72%)이

전극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이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화학 전공

교사 26명 중 8명(전체의 16%)과 물리학 전공 교사

36명 중 16명(전체의 32%)이 외부 회로에서 구리전극

을 anode(양극), 아연전극을 cathode(음극)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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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리전극을 cathode(음극), 아연전극을

anode(양극)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화학전지 외부와

내부 전극에 해 교사들의 관점이 차이가 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 불일치 상황에 한 응답자들

의 이론적 설명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 불일치 상황에 한 이론적 설

명으로 화학 전공 교사 50명 중 12명(24%)이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한다고 했으며 물리학 전공 교사

50명 중 24명(48%)이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설명한

다고 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 교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전극 명칭 불일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아

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

공 교사 2명(교사7, 교사10)과 물리학 전공 교사 3명

(교사1, 교사2, 교사3)과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외부 역과 내부 역의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교사7 :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다시 설명하고

cathode(음극)는 산화가 일어나고

anode(양극)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임을

설명해주겠어요.

면담자 : 산화전극이 anode(양극)고 환원전극이

cathode(음극)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해요?

교사7 : anode(양극)와 cathode(음극)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화∙환

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극을 설명하겠어요.

면담자 : 외부 역과 내부 역의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교사10 : 수용액과 금속에서의 이온화 경향이 다를

거 같아요.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해야

할 텐데, 수용액에서의 이온화 경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사1 : 순환 모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이온화 과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아연

쪽에서는 이온화를 해서 전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극으로 되고, 구리는 전자를 받기

때문에 상 적으로 (+)극으로 정한다고 한

다면 전자를 주고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전자는 돌고 도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화

학 반응에 의해 생긴 전자가 한 쪽에서 다

른 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동한 전자가 다

시 돌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교사2 : 폐회로에서 어떤 한 지점은 전류가 들어오

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전류가 나가는 지점

이기 때문에 단절된 부분에서 한 쪽을 음극

이라 할 수 있고, 반 방향에서 보면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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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게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

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회로 전체에서는 전류가 흘러가더라도 어

느 곳에서 전류가 축적되거나 전류가 없어지

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보면

들어오는 만큼 전류가 나갑니다. 아연 같은

경우, 외부 역에서는 cathode(음극) 역할

을 하지만, 내부 역에서는 anode(양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 역에서는

전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 역

에서는 이온형태로 음전하를 받아들이고, 양

전하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

서 아연은 외부 역과 내부 역에 해 반

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로

에서 저항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항

은 한 쪽은 전자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 쪽

은 전자를 방출하는 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항상 전하의 보존으로 생각하면

cathode(음극)와 anode(양극)의 역할을 모

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

가지로 외부 역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이고,

내부 역에서는 음이온을 방출하고 양이온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구리도 외부 역과 내

부 역에서 서로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교사3 : 전극을 결정하는 게 전자의 이동으로 정해

지기 때문에 외부 역에서는 전자가 아연

에서 구리로 이동하고, 내부 역에서는 전

자가 구리에서 아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돼요. 

화학 전공 교사들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자

가 생성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물리학 전공 교사들은 이미 전자가 생성되

었다는 가정 하에 그 전자의 이동 방향을 강조하는 이

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인 화학 전공 교사 50명 중 10명

(20%)과 물리 전공 교사 50명 중 13명(26%)이 전지

외부와 내부의 차이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공 교사 2명(교사8, 교사9)과 물리학 전공 교

사(교사4)와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외부 역과 내부 역의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교사8 : 외부 역과 내부 역을 나누지 않고 화학

전지 원리를 설명할 때는 전지 내부에서 일

어나는 화학 반응만을 설명하고, 회로를 설

명할 때는 전지 내부와는 분리하여 전원 장

치 외부와 연결된 회로만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역이 다르

기 때문에 외부 역과 내부 역을 연관시

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배웠고요.

교사9 : 외부 역과 내부 역은 상 적으로 다른

과정인 것 같아요. 외부 역과 내부 역을

같이 생각하면서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부 역과 내부 역을 분리해서 가르쳐

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역은 금

속판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내부 역은

전해질 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래서 분리해서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면담자 :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사9 :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 외부 역과 내부 역의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교사4 : 외부 역에서는 전자의 이동 방향을 생각

해보게 하고, 내부 역에서는 화학에서 산

화∙환원을 기준으로 같이 생각해볼 수 있

도록 탐구활동을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 불일치 상황을 전지 외부와 내

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전지의 외부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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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분리해서 설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과거에 교사들이 학습할 때

전지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해서 배웠던 것이 크게 작

용했다고 판단된다.

화학 전공 교사 50명 중 12명(24%)과 물리학 전공

교사 50명 중 2명(4%)이 anode(양극)와 cathode(음

극)의 용어 차이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

전공 교사(교사6)와의 면담 내용이다.

면담자 : 외부 역과 내부 역의 anode(양극)와

cathode(음극)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요?

교사6 : 저는 anode(양극)가 산화 전극인 것과

cathode(음극)가 환원 전극인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고, anode(양극)와 cathode(음

극)가 어느 것이 (+)극이고 (-)극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외부 역과 내부 역에

서 전극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

는데 이 검사지를 풀다보니,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anode와

cathode, 양극과 음극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까 두 용어의 정의와 불일치 상황을 소개하

되, anode와 cathode, 양극과 음극이라

는 용어들을 사용하기 보다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극과 (+)극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와

내부에서의 전극 명칭 불일치 상황을 anode(양극)와

cathode(음극)의 용어 차이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

하는 교사들은 교사들 자체가 anode(양극)와 cathode

(음극)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Ⅳ. 결론 및 제언

물리학 전공 교사와 화학 전공 교사들은 화학전지

를 외부 회로에 연결했을 때 화학전지의 외부와 내부

에서의 전극 결정이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가 자신의 전공적 배경 이론에 한정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로 보아, 화학전지를 외부 회로에 연결했

을 때 전극의 외부와 내부 명칭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해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화학전지와 연결된 회로에서 전하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화학전지 분야에서 물리학적 관점

과 화학적 관점 간의 연계를 통한 개념의 정립과 교육

과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화학전지의 전극인

anode(양극)와 cathode(음극)에 해 교사들이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또한 이러한 교사들의 관점 차이를 줄임으로써 학

생들의 올바른 과학적 개념의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전지에

서 물리학적 관점과 화학적 관점의 보다 구체적인 연

계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화학전지가 외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화학전지 외부와 내부의 전극에 한 인식을 H

학교 교육 학원에 재학 중인 물리학 전공 교사와 화

학 전공 교사를 상으로 검사와 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화학전지 외부와 내부의 전극 결정에서 물리학

전공 교사들과 화학 전공 교사들의 결정이 차이가 났

다. 물리학 전공 교사는 화학전지 내부 전극에 한

명명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화학 전공 교사

는 화학전지 외부 전극에 한 명명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극 결정의 이유로 부분의 물리학

전공 교사는 전자의 이동 방향을 제시하 고, 부분

의 화학 전공 교사는 산화∙환원 반응을 제시하 다.

이는 교사들의 학부전공이 이론적 배경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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