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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 화학과에서 일반화

학을 강의한 대학교수 10인을 선정하였고, 교수자로서 강의 경험을 바탕

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의 일반화학을 학습한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리고 일반화학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대부분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교과 내용의 연계는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교육과정의 화

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대학교수들은 ‘대학생들의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이 일반화학 강의

방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인식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

기 위해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해주지 않았

기 때문에’ 수능에서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대

학교의 일반화학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화학의 내용 중에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

원을 수직적·수평적 연계성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화학Ⅰ, 화

학Ⅱ, 일반화학 사이의 내용체계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

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

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교과 및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충실한 기초개념의 학습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일반화학을 구성하는 중단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과학, 화학Ⅰ, 화학Ⅱ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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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Ⅰ, 화학Ⅱ를 구성하는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에 따라 화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식도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에 대

한 시사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연계성, 화학과 교육과정, 대학교수의 인식, 대학생의 인식,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학 번: 201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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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온라인 기반의 여러 교육사이트들(KOCW1), K-MOOC2))은 전문

적인 지식과 관련하여 양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강선영,

김정숙, 김수경, 2016).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에 대

한 지적 도움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정민, 전정

아, 2019).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반화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은 학생들

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

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쉽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현상에 대

해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교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교수들

이 참여하는 관련 학회, 교수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다

(박종석, 2015).

학습부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대학교에서는 일반화학의 하위

과정으로 기초화학을 개설하여 이 과목을 선이수하게 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효과성에 대한 회의 및 실행여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문

숙희, 이상좌, 2011).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으나 최근 대학교 일반화학 강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부진 현상에 대한 문제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고

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이 주기적으로 개정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비해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의 내용은

수십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학교 과학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

1) http://www.kocw.net
2) http://www.kmo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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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교과의 성격,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 실행, 평가하는 실천적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교육부,

2015). 학교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므로, 적절한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

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동현, 김효남, 2012).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뀜에 따라 교육과정은 변화해 왔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최근 짧은 주기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근래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 교과의 ‘통합’ 혹은 ‘융

합’을 통해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이재봉 외, 2010),

이에 기반하여 과학 교과의 내용체계를 큰 폭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

라 기초적인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개정

빈도수가 높고, 교육과정 개편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 교육과정의 ‘실행’

과 ‘의도’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문제가 초래되었다(김동현, 김효남,

2012; 박현주, 손연아, 2017). 특히,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높은

질과 수준으로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

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 취지의 미달성 및 연계

성 기초 연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진숙 외, 2013; 방

담이 외, 2013; 이상은, 2013; 이윤하 외, 2014; 이재봉 외, 2010).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교육부, 2015), 연계성은 과학 교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과는 학교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

용의 논리성과 추상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개념의 위계성이 뚜렷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연계성 분석은

필수적이다(Ginsburg, Klein, & Starkey, 1998). 연계성이 적절하게 고려

되지 못한 과학과 교육과정은 중복된 내용의 학습으로 학생들의 지적 호

기심을 저하시키거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져와 다음 단계의

학습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국동식, 김학만, 2004). 따라서 과학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할 때,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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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배치하고 학교 급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과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준거 및 도구를 개발

하고, 교육과정 내용 제시 방법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고찰하며, 학교급

별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

었다(백성혜, 조부경, 김효남, 2000; 손민호, 2004; 송순희 외, 1991; 유영

의, 김은정, 2013).

과학 교과 중에 특히, 화학은 상당히 위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단계

별로 학습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학습내용 간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하

다(송순희 외, 1991; Boujaoude & Giuliano, 1994). 즉, 화학은 기초적인

학문으로써 학교급간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에서 화학과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연계성 부족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

여, 이에 대한 개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화학은 자연 현상 또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 있는 상황을 통해

화학 개념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현대 지식 기반 사회의 민주 시민으

로서 화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교육부, 2015),

대학에서의 심도 있는 수학을 위한 선수학습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문숙

희, 이상좌, 2011; 이보경, 장수철, 2008; Boujaoude & Giuliano, 1994;

Tai et al., 2006). 대학교 일반화학은 기초 교양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이공계 학과의 전공과목 학습을 위한 필수교과목이다. 따라

서 화학과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중

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분과적 과학 개념 중심의 교육에

서 탈피하기 위하여 도입한 ‘융합과학’에서 ‘화학 관련 내용’은 매우 적게

다루어져 학생들이 화학Ⅰ, Ⅱ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구

체적으로, 화학Ⅰ에는 원소의 주기성, 오비탈, 공유결합 분자모형, 유효핵

전하 등의 추상적이고 실생활과 관련이 적은 개념들이 새로 포함되고,

화학Ⅱ에는 화학 전지와 전기분해, 화학 평형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학

습 부담을 느껴 흥미와 호기심이 저하된 문제점을 보고하였다(박현주,

임희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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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김남희, 심규철, 2015;

송신철 외, 2012; 엄희숙, 문성배, 2014). 특히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 교육과정의 운영 실

태,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과 질 관리 방안, 고등학교 융합과학의

실행,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들이 다수 이

루어졌다(손연아 외 2014; 신영옥, 최병순, 2012; 심재호, 2014; 정은영,

2012).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고등

학교 과학의 운영 실태, 과학 선택과목 및 화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근순, 최병순, 2013; 박현주, 임희준, 2017;

송신철, 심규철, 2014; 심재호, 박현주, 이준기, 2015). 더불어 연계성 측

면에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화학

내용을 비교하여 계속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와 대

학교 일반화학의 교재분석에 기반한 연계성 연구가 있었다(김하나, 2014;

안미경, 손연아, 김동렬, 2013).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

성을 분석하여 화학과 교육과정의 개선점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상당부분 개편된 상황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 분석은 문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행적인

면의 개선을 알아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학교급간의 화학과 교

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양쪽 측면에

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입장에 따른 교육과정의 실행 정도를 구

분하여 ‘의도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과 ‘실행된 교육과정

(Implemented curriculum)’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van den

Akker, 2003). 대학교수는 고등교육과정의 직접적인 실행자로 대학생들

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실천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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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은 중등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했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한 상황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 교

과에 대한 연계성의 연구 참여자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학교육

은 중등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초학문 및 응용학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교수들과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의 연계

성을 지향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

서는 연구 참여자를 대학교수와 대학생으로 선정하여 학교급간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화학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해 대학교

수와 대학생의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 및 추후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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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교육현장 정착 및 추후 개

정 교육과정을 위해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의 일반화학의 연계성에 대

한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성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와 대학생이 인식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

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연계성의 실제는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 학습이 일반화학 강의 방향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

셋째, 대학교수 및 대학생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일반화학

단원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수직적·수평적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

하면 어떠한가?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 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

는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모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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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본 연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질적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특수성(particularity)으

로 인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Green &

Caracelli,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 방법으로 수행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의 집중적인 경험이 수반되는 해석적 연구이므로, 주제의

해석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해볼 때 서

울시 소재의 6개 대학만을 선정하였으므로 국내 모든 대학교에서 이루

어진 교육과정을 분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학마다 가진 특

성에 따라 대학별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고

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수 10인과 대학생 8인의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

으로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렇지만 주제에 대한 반구조화 면담 중에는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적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면접, 관찰, 문서

등의 자료의 삼각검증을 하여 보완하였다(Merriam, 1998). 또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내용 뿐만 아니라 75명

대학생들의 설문 내용을 추가하여 비교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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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

2.1.1.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curriculum)은 1918년 Bobbitt가 발간한 책인 The

Curriculum 에서 비롯되었고,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파생된 말로

‘달리다’는 뜻으로 말이 달리는 ‘경주로(course of race)’를 의미한다. 교

육과정은 시대의 사회적 요구나 문화의 변천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이나 학교 단위의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넓은 범위의 교육 목표 및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이다(Saylor &

Allexandre, 1981). 즉, 교육과정은 교육에서 학생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서 학습하는 내용의 교수요목을 의미한다(김재춘 외, 2000).

최근에는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수요목의 열거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학자들의 인식론적, 심리학적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짓고 있다.

이는 교과나 교재의 내용조직, 교과의 배열, 학교 조직상의 재과정, 경험

과 활동조직 등의 관점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미경(2003)은

넓은 의미로 ‘교육과정을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지도하에 배우는 학

생들의 경험 또는 전체 생활’로 정의했다. 또한, 곽병선 외(2009)는 ‘교육

과정이란 학습자에게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학교에서 유효할 수 있도

록 지식, 사고의 양식, 경험 등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모든 수준의 계획’

이라고 정의했다.

정리하자면,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해석되는 교육과정이란 학습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내용 및 학습활동의 총체적인 계획이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는 교육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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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학습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

을 높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의 정의들 중 교과 내용요소들의 연계성과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1.2. 연계성의 정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선정 및 조직할

때 학습 내용들 사이에 긴밀하고 적절한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연계성

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계성(connection)의 사전적인 정의로 교육학용어사전에서 ‘연계성’은

‘학년 사이나 학교 수준 사이의 교육내용이 적절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

태’이다(서울대사범대학교육연구소, 1989, p. 368). 연계성은 교육제도 내

에서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지도 및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내의 여러 요

소들을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관련짓는 것을 말한다. <표 1>에 제시한

이명근(1984)과 박근희(2001) 그리고 김진숙(2013)의 연계성의 정의를 중

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계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

고자 한다. 연계성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공유될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개념들을 일반화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연계성은 교육제도 내에서 학습자의 효율적인 지도 및 개발을 위하

여 교육과정을 포함한 여러 학습 요소들을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관

련짓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직적 연계성(vertical connection)과 수평적 연계성

(horizontal connection)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수직적 연계성은 계

속성과 계열성을 포함하고 학년(grade)간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시간상

서로 다른 학년이나 학교 급간의 연결성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국

동식, 김학만, 2004; 유영의, 김은정, 2013; 이윤아, 이효녕, 2016).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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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행되는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의미하고, 이

전 학년의 내용을 기초로 다음 내용을 심화·확대하여 전개하는 것을 말

한다(김진숙 외, 2013). 반면, 수평적 연계성은 통합성을 포함하여 같은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동일시기에 다른 교

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박근희, 2001; 유영의, 김은정,

2013; 이윤아, 이효녕, 2016). 즉, 같은 학년에서 다루는 교과 내용의 경

우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에서 다른 영역 간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는 동일한 학교 또는 학년 수준에서 여러 교과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김진숙 외, 2013; 국동식, 김학만, 2004). 학생

들의 효율적인 지도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성의 두 측면을 고려하

면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내의 여러 요소들을 관련시켜는 것이 필요하

다(정완호, 김영애, 1991; 정화숙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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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이명근

(1984)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 및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제도 내의 여러 요소들을 수평적 및 수직

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천옥령

(1989)

동일한 학습 내용이 학년 간 또는 학교 급간에 연속적으로 반복되

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심화·확대되어 제시되는 원리

김효겸,

문성배

(2000)

학습자들의 각급 학교 수준간에 걸친 학업적 진행이 어떻게 교육

과정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가에 관련지어진 것

박근희

(2001)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성취를 위하여 교육과정 내의 여

러 요소들을 관련짓는 것으로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측면에 기

초를 두고 교육내용 및 학습경험을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결시

키는 과정

김경희

(2003)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특정한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

고병남

(2006)

같은 학습내용이 학년별로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하여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확대 되어 제시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

김진숙

(2013)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횡적으로는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적절성을, 종적으로는 시간상 유·초·중등학교에 걸친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말하는 것

유영의,

김은정

(2013)

교육과정의 요소인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종적인 측면과 횡

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종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서

로 다른 학년이나 학교 간에 교육과정의 연계를, 횡적인 측면에서

는 같은 시기의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연계를 살펴보는 것

<표 1> 연계성의 정의

.



- 12 -

2.1.3. 교육과정의 연계성

<표 2>는 학자들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에 대해 강조한 내

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학자 개념 주장한 내용

Tyler

(1949)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조직함에 있어서 계속성, 계열

성, 통합성을 준거로 주장

§ 수직적 연계성은 계속성과 계열성이 관련되고, 수평

적 연계성은 통합성과 연관

Bruner

(1960)

나선형

교육과정

§ 학문의 개념이나 원리의 지적 특성을 동일하게 유지

하여 학생들의 지적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

내용을 심화된 형태로 가르쳐서 지식의 구조가 세련

되도록 함

Taba

(1962)
누적학습

§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괄적으로 표현

§ 동일 요소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화·확

대를 강조하여 특정 개념의 학습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함

Piaget

(1964)

인지발달

이론

§ 인지발달단계는 연속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학습

자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을 제시해야 함

Gagne

(1970)

위계적

학습이론

§ 학습하는 것은 학습력을 누적적으로 배우는 것

§ 모든 지식은 위계적으로 축적되어 구성되므로 차원

이 낮은 수준의 지식을 미리 습득해야 함

<표 2>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을 강조한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Tyler(1949)는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

(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준거로 주장한다. 여기서 계속성은 서

로 다른 교육과정에서 특정 요소나 지식 또는 기능이 반복적으로 조직되

는 것을 의미하며, 계열성은 이러한 요소나 지식 그리고 기능들이 점차

넓고 깊게 학습되도록 조직되어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통합성은 서로 다른 학교급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요소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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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숙, 2006; 송순

희, 위정숙, 1991; 송순희 외, 1991; 유영의, 김은정, 2013).

Bruner(1960)는 어떤 지식이든지 그 개념의 적절한 형상만 갖추면 어

떤 나이의 학습자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개념이 학습

에 필수적이라면, 이런 주제는 학습자의 사고방식에 적합하게 저학년부

터 가르치고 고학년에 가서 반복적으로 다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을 설계하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을 강조한다(국동식, 김

학만, 2004). 나선형 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할 개념 또는 원리를 학생들의

지적 발달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연속적인 지적발달에 따라 교

육내용을 가르치면 지식의 구조가 넓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a(1962)는 누적학습(cumulative learning)의 개념 속에 계속성과 계

열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Tyler의 이론을 더욱 상세하게 확장하였다.

즉, 누적학습은 동일한 학습 개념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

화·확대를 강조하고, 특정 개념의 학습에서 더 의미 있는 통합으로 이끌

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송순희 외, 1991).

Piaget(1964)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내용

을 조직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지식 습득 및 사고력의 발달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여기서 지능의 발달은 감각운동기(0-2세), 전 조작기(2-7세), 구

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7세)의 4단계로 질적인 구분에

기반하고 있다. Piaget는 인지발달단계가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고 개인

차는 있지만 순서는 누구나 동일하므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기존의 지식 구조가 보다 더 고차적인 구조 속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했

다. 즉, 교육과정을 이러한 구조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경험에서 추상적인

사고활동으로, 단순한 특성 탐색에서 복잡한 본질 탐구로의 학습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Gagne(1970)는 학습자가 학습력(capabilities)을 누적적으로 배우는 것

이 학습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가르친

후에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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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위계적으로 축적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학습하려면 미리 차원이 낮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했다. 즉, 이는 위계적 학습이론에 해당되며 Tyler가 주장한 계열성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습 요소 사이에 조직망이 있는 것

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한 학습 요소는 그 아래에 하나 이상의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고, 이 하위 학습 요소는 또 종속적인 하위 학습요소를

가진다. 하위 학습 요소는 상위학습의 선행 요소로 역할을 하며, 차례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조직망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위계적 학습을 연계성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지식의 습득은 전 단계

의 학습 내용이 다음 단계의 학습에 누적되어 이루어지므로, 교과내용을

조직할 때 학교급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

국현, 이효녕, 2016; 서영은, 2007; 송순희 외, 1991).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Tyler, Bruner, Taba, Piaget,

Gagne의 견해들을 정리하면, 연계성은 동일한 학습내용이 학년간과 학

교급간에 반복되고 점차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 확대 되어 제시되는 것

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적절한 교육내용을 제시하

여 학습내용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계성에 대한 분석에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Tyler가 교육내용을 조직할 때 주장한 개념들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계속성은 시간의 연

속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배치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중요 개념들

이 반복되는 것이고, 계열성은 선행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개념이 전

개되어 점진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성과

계열성은 수직적 연계성과 연관되며 학습의 누적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 통합성은 한 교과의 여러

내용들이나 각 교과들을 연관시키는 것으로, 교육 상황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학습경험들이 상호 연결되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하

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통합성은 수평적 연계성과 관련된 것으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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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운 지식을 학습자가 교과 간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2.2.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습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교육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왕석순, 류경희, 백정

원, 2012). 내용상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교과

목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중시된다. 연계성이 미

흡하게 적용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복으로 학습동기

및 흥미를 저하시키고 충분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국동만, 김학만, 2004). 또한, 이는 교육과정 상의 불연속적인 측

면을 발생시켜 후속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창의력과 논리적 사

고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송순희, 위정숙, 1991; 황윤세, 2012).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이 필요한 이유는 Bruner의 나선형 교육

과정이나 Gagne의 위계적 학습이론 등에 따라 과학 개념을 단순하고 구

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반복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이효녕, 여채영, 2015). 이에 따

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과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연계성을 분석하거나 2009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중등학교 화학 내용을 비교하여 계속성

을 분석하였다(안미경, 손연아, 김동렬, 2013; 유영의, 김은정, 2013). 또

한, 직접적으로는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교재 내용 분석에

기반한 연계성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하나, 2014). 이런 선행 연구를 미루

어 볼 때 과학은 연계성이 중요한 교과이며, 특히 위계적 특성으로 인해

화학 교과에서 연계성 연구는 필수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따라 분류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학교급간의 과학과 교

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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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송순희

외

(1991)

연계성

분석의 준거

§ 교과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준거모형을 설정하고, 실제로 수학 및 과학 교

과 내용에 적용한 예시적 분석을 제시

박근희

(2001)

초·중·고등

학교 생물의

연계성 연구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생물영역의 내용을 검토

하여 단원별, 학교급별로 연계성을 분석

백성혜,

박영주

(2002)

초·중등학교

열, 온도

개념분석

§ 초등·중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 나타난 열, 온도

개념에 대한 분석

조부경

외

(2002)

개념의 유형

발달 과정을

연계적 분석

§ 유·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증발과 증발

조건에 대한 개념의 유형 변화 과정을 연계적으

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에서 개념 전개의 타당성

을 점검

김영신

외

(2009)

연계성 지도

(strand map)

§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물 수업 목표가 초·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

§ 추출한 수업 목표를 생물 영역의 주요 개념에

배치하여 수업 목표 연계성 지도를 작성

유영의,

김은정

(2013)

연계성 분석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교육과정의 구

성 및 내용에 대한 연계성 분석

이효녕

외

(2015)

달, 암석의

순환에 대한

연계성 분석

§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달’과 ‘암석의 순환’

에 대한 내용을 종적·횡적 요소로 연계성 분석

및 국제 비교

이효녕,

여채영

(2015)

광합성에

대해 연계성

분석

§ 광합성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

계성 국제 비교

김국현,

이효녕

(2016)

교육과정

종적 연계성

분석

§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기권과

수권을 중심으로 종적 연계성 분석 및 미국 차

세대 과학 기준과의 비교 연구

이윤아,

이효녕

(2016)

교육과정

종적 연계성

분석

§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지적 영

역에 대한 종적 연계성 분석과 미국 차세대 과

학 기준과의 비교

<표 3>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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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내용의 연계성 분석을 위한 준거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연구(송순

희 외, 1991)를 기점으로 초·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개념을 중심으

로 연계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박근희(2001)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생

물영역의 내용을 검토하여 단원별, 학교 급별로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조

부경 외(2002) 연구에서는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증발과 증

발 조건’에 대한 개념 유형의 발달 과정을 연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

정에서 제시된 개념 전개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연구결과, 적정 학년에

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학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백성혜와 박영주(2002)는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 중학교 과학교과서, 고등학교 공통과학, 화학, 물리 교과서에서

열과 온도에 관련된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학적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오개념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교과서들에서 제시하는 열과 온도의 개념이 현대

적인 관점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과학사적으로 변천해 온 개념들이 혼재

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조부경 외

(2002)와 백성혜와 박영주(2002)의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의 구체적이며

특정한 내용 및 개념에 대한 연계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으나 과학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연계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지

는 못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연계성을 분석한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신 외(2009)는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통하여 ‘수업 목

표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거를 개발하는 연구로써, 생물

을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의 생물 수업 목표가 초·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수업 목표의 연계

성 지도(strand map)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영의와 김은정 (2013)은 유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과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에 초점을 두고

연계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성

격, 목표, 내용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요소가 제시되었는지의

유무로 분석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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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2011 과학교육 내용 표준’의 ‘핵심내용지식’을 기준으로 분석

하였고, 내용 연계 형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에서 ‘확대, 심

화, 반복, 역행, 격차, 소멸’로 내용 간의 연계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급간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내용 간 연계성의 확보 방

안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다른 관점으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연계성 분석을 위한 기

준을 세워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정 개념인 ‘달’, ‘암석의 순환’, ‘광합성’

등에 대한 연계성을 종적 및 횡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 비교를 통

해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과 시사점들을 도출하

였다(이효녕 외, 2015; 이효녕, 여채영, 2015). 또한, 2009 개정 과학과 교

육과정의 지구과학 기권, 수권, 지권 영역에 대해 종적 연계성을 분석하

고,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과의 비교를 통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

다(김국현, 이효녕, 2016; 이윤아, 이효녕, 2016).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

을 미루어 볼 때 과학은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교과임을 짐

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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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구대상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 중에서 연구대상을 교사, 학생, 교

사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연구자 연구 내용

교사

인식

신영옥,

최병순

(2012)

§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의 운영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조사

§ 전공별로 나누어 수업을 운영하며, 첨단 과학 내용

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의 수준을 높게 인식

정은영

(2012)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현

장 적용 방안을 위해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 수업

시수의 증감, 수준별 수업 운영,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초·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

손연아

외

(2014)

§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제6차～2009 개정) 변화에

대한 과학교육전문가, 현직교사,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개방형 설문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

§ 과학 개념들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의 부족

심재호

(2014)

§ 2009 개정 고등학교 융합과학의 실행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소 측면에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설문 및 면담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

학생

인식

강근순,

최병순

(2013)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된 고등학교 과학

의 운영 실태 및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 융합형 과학 개념 수준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하고, 과학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 방안

의 수립이 필요

송신철,

심규철

(2014)

§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

의 인식 조사

§ 과학 수업 내용에 대해 흥미도가 낮고, 어렵게 인식

<표 4> 연구대상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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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연구자 연구 내용

학생

인식

심재호,

박현주,

이준기

(2015)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 선택 과목의

실행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 개인적 적합성과 학문적 적합

성으로 구분하여 결론 제시

박현주,

임희준

(2017)

§ 고등학교 화학Ⅰ, Ⅱ에 대한 선택 이유, 학습량, 내

용수준, 흥미, 수업 형태, 선호 수업 등과 관련된 학

생의 인식 조사

교사와

학생의

인식

최순화

외

(2008)

§ 선택중심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과학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 교사들은 교사수급과 교육환경, 학생들의 바른 선택

여부 등을 지적하였고,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에 대한 지도 부족과 학교 여건상 선택권이 제

한됨을 문제점으로 지적

송신철

외

(2012)

§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 과목에 대해 운영의 필요성과

수업 내용, 과학 과목의 수업 효과 영역으로 구분하

여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설문 조사

§ 과학 과목에 대한 취지와 목적의 이해가 부족하고,

교수학습 활동 및 방법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엄희숙,

문성배

(2014)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수업 운영 실태 조사

§ 과목에 대해 교사는 높은 개념 수준과 객관적인 평

가 기준 마련의 어려움으로 낮은 호응도를 보이는

반면 학생은 어렵지만 흥미로운 다수의 내용으로 높

은 호응도를 보임

이명준,

심재호

(2016)

§ 고등학교 과학 선택 과목의 운영에 대해 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로 연

구 수행

§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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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인식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연구대

상으로 교사를 선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문서상의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 교육의 교실 수업에 도입되어 안정된 정착이 되는

데 큰 영향을 준다(Barnett & Hodson, 2001). 사회적 교육적 요구와 필

요성이 과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교사의 인식이 교수실행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Bencze & Hodson, 1999). 이와 같이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

된 연구들은 교수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의 운영 실태,

적용과 질 관리 방안, 교육과정의 흐름에 따른 변화, 융합과학의 실행에

대해 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손연아 외, 2014; 신영옥, 최병순,

2012; 심재호, 2014; 정은영, 2012). 본 연구의 주제인 연계성에 관해 특

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제 6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

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교급간 내용의 연계

성을 강화하여 재구성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 개념들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습 단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

냈다(손연아 외, 2014; 안미경 외, 2013).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수의 인식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교육목표 설정의 주요 원천이고,

교육의 핵심 수요자이다.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교육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수업을 통해 개발될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Short, 1993). 그러므로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9개정 과학 교육과정의 고등

학교 과학의 운영 실태, 고등학교 과학 과목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과학

과 선택 과목의 실행, 고등학교 화학Ⅰ, Ⅱ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강근순, 최병순, 2013; 박현주, 임희준, 2017; 송신

철, 심규철, 2014; 심재호, 박현주, 이준기, 2015). 학생에 대한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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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의 실행에 대한 심재호, 박현주, 이준기

(2015)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의 수업은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시준비를 위한 학습지나 문제 풀이가 주

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협동을 촉진하는

발표식 및 토의식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수업

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

다. 그리고 특정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초학문이므로’와 ‘대학에서 공

부하는데 필요해서’로 학생들이 응답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정의 정상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입시를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선택의 이유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로

추측했으나 예상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호,

2009; 이양락 외, 2004; 지은림 외, 2012; 홍미영, 2006). 또한, 고등학교

선택 교과인 화학Ⅰ, Ⅱ의 교육과정 실행 실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학

생들은 화학 내용 자체가 어렵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화학을 어

렵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박현주, 임희준,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문에서

반영하여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교사와 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인식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

자 입장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선택중심의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에

대한 필요성과 수업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선

행연구가 수행되었다(송신철 외, 2012; 엄희숙, 문성배, 2014; 이명준, 심

재호, 2016; 최순화 외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희숙, 문성배(2014)

의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융합형 과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과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호응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학생의 호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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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이었다. 교사의 낮은 호응도는 과학 교과의 내용 수준이 지나치

게 높아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평가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반면,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는 어렵지만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학생들은 평가와 관련해서 어려

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의 운영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인식

을 조사한 이명준과 심재호의 연구(2016)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원하

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편

의성에 의해 선택과목이 왜곡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교육 정책이 학

생들의 주요 요구와 일치하지 않았고, 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해 상당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 중에서 주목한 점은 인식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인식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사례연구인 본 연구에 적

용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선행 인식 조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진행되

어 설문지 응답을 주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강근순, 최병순, 2013;

김현경, 나지연, 2017; 김현경, 나지연, 2018; 박현주, 임희준, 2017; 송신

철, 심규철, 2014; 송신철 외, 2012; 신영옥, 최병순, 2012; 심재호, 박현

주, 이준기, 2015; 심재호, 신명경, 이선경, 2010; 엄희숙, 문성배, 2014;

정은영, 2012; 최순화 외, 2008; 홍미영, 2006). 반면, 질적 연구방법을 택

하여 주제에 대한 면담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며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한 선행연구도 있었다(손연아 외, 2014; 심재호, 2014; 이명준, 심재

호, 2016; 임재항 외 2004; 홍미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식에 대

해 사례연구로 진행된 선행 연구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주목할 점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등학교 교사

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대부분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손연아 외, 2014; 신

영옥, 최병순 2012; 심재호, 2014; 정은영, 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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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강근순, 최병순, 2013; 박현주, 임희준, 2017; 송

신철, 심규철, 2014; 심재호, 박현주, 이준기, 2015),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송신철 외, 2012; 엄희숙, 문성배, 2014; 이명준, 심재호, 2016; 최순화

외, 2008)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에 비해, 중등교육의 연장선상인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자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

교과 연계성 측면에서 대학교수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인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학습 격차를 조사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학교 교육 현장의 어

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

의 연계성을 주제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대학교수를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연구대상의 선정이유 및 당위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대학교육에서 교육내용을 선정 및 조직할 때 그 시대의 수요와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점 교수자로

서 대학교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대학교수는 고등교

육과정의 실행자로서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강의를 진행

하면서 대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실천적인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수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실천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음과 동시에 경험에 기반한 교수자의 가치관과 교육

적 의도를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현석, 2007; 김선형, 김가은,

2015).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과정의 운

영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대학

생들의 학습동기와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통해 교수자 역할의 중요

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정은이, 박용한, 2008; 한승록, 2007). 또

한, 대학교수 관점으로 고등교육에서 대학생 핵심역량 육성의 필요성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점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교육과정에 대한 담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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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김동일 외, 2009; 김필성, 이대희,

2018; 김희경, 이봉우, 2019).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의 예비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지향하는 연구에서 대학교수들의 인

식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등교육과 고등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

식 및 경험은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실행 및 적용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4.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대학교 학업성취도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통합과학 및 화학Ⅰ, 화학Ⅱ와 대학교 일반

화학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핵심이 되는 화학Ⅰ,

화학Ⅱ는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해당하므로, 이런 선택과목이 대학

교의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대학교의 학업성취도의

연계성에 관한 국외 및 국내 선행연구들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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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내용

국외

대학교에서

기초과학

학문의

학업성취도

에 주는

요인 탐색

Lawson

(1983)

§ 해당과목의 선행지식정도가 기초과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Boujaoude,

Giuliano

(1994)

§ 해당과목의 선행지식정도와 일반적인

인지능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Mittag,

Mason

(1999)

§ 과학의 학업능력과 여러 가지 인구학적

능력이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Dampfle

(2003)

§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의 부진한 학

습이 이공계 전공자들의 학위과정 포기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Tai

et al.

(2006)

§ 해당과목의 선행지식정도를 중요한 요

인으로 봄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대학교에서

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Levine,

Zimmerman

(1995)

§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의 수강

은 대학 입학과 대학에서의 수월한 학

습에 도움이 됨을 보고

Roth,

Crans,

Carter,

Ariet, &

Resnick

(2001)

§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습경험이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학 과목의 통과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하여 수학

과목의 이수학점, 난이도, 성적이 다른

과목 및 성적 요소에 비해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발견

Trusty

(2002)

§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 과학 심화과목

수강이 학생들의 수학, 과학 관련 대학

전공 선택에 주는 영향 분석

<표 5> 학교급간 학업성취도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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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내용

국외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Schwartz,

Sadler,

Sonnert, &

Tai (2009)

§ 고등학교에서 과학과목의 심화 정도가

대학교에서 과학 관련 과목의 학점에

미치는 영향

Long,

Conger, &

Istarola

(2012)

§ 고등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수강 학점

수(credits), 심화 정도, 성적이 고등학

교를 졸업할 확률 및 4년제 대학에 진

학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

국내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이보경,

장수철

(2008)

§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초과학 내용 비

교

§ 고교에서 이수한 과학 심화과목(물리Ⅱ,

화학Ⅱ, 생물Ⅱ)이 대학 기초과학 교과

목(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물)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를

위한 연구

정광희 외

(2011)

§ 과학 심화 선택과목의 선택률과 이유를

분석하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고교-대학의 연계를 도모

심우정,

백선희

(2015)

§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과 과학 심화과목

의 수강 현황과 심화과목의 수강이 자

연·공학·의약계열 진학자들의 전공 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학습배경과

학습적성의

관련성

분석

한희창,

박경호

(2019)

§ 일반화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 일반화학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일반화

학학습적성의 관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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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주는 영향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정도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Lawson

(1983)의 연구를 기점으로 대학교 기초과학 학문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자들의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해당과목의 선행지식정도’가 대학에서

기초과학 학업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라는 것이다(Boujaoude

& Giuliano, 1994; Dampfle, 2003; Mittag & Mason, 1999; Tai et al.,

2006). Levine & Zimmerman(1995)은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의 이수는

대학 입학 및 취업에서 유리함을 언급하였고, Roth et al.(2001)는 고등

학교 때의 수강 과목 이력, 학점 등이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Trusty(2002)는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과 과학 심화과목의

수강이 대학에서의 수학 및 과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

교에서 선택과목의 수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Schwartz et

al.(2009)는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의 심화 정도가 대학교에서의 과학

관련 과목의 학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Long, Conger, & Istarola(2012)는 고등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수강 학

점수(credits), 심화 정도, 성적(grades) 등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 4

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연구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학 심화과목이 대

학교의 학업성취도 및 학과 생활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

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심우정, 백선희, 2015; 이보경, 장수철, 2008; 정광희 외, 2011;

한희창, 박경호, 2019). 이보경과 장수철(2008)은 고등학교의 과학 심화과

목(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수강 여부가 대학에서 기초과학 교과목(일반

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물)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고등학교 물리Ⅱ, 화학Ⅱ의 이수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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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일반물리학, 일반화학의 학업성취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특

히, 고등학교 물리Ⅱ, 화학Ⅱ를 이수하지 않은 일부 학생은 대학에서 교

과목 낙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정광희 외(2011)는 고등학교 과학과 심화 선택 과목 중 ‘과학 Ⅱ’는 교사

의 수급 문제로 도시 지역보다 읍면도서 벽지 지역에서 덜 개설되며, 학

생들이 좋은 내신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가 개설하는 심화 선택 과목에 한

하여 대부분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과 맞지 않아 수

능과 학생부 성적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심우정과 백선희

(2015)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과목 수강이 대학에서의 학습에 많은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학습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한 근거로 판단하였다. 한희창과 박경호

(2019)는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척도를 개발하여 학습 배경과 일반화학 학습적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에서의 화학 학습 정도, 수능에서의 화학과목 선택

여부와 일반화학 학습적성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고등학

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

려한 단계별 학습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고등학교에서 수행한 선택과목의 종류 및 학습정도가 대학교

의 학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

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인 사실을 염두에 두

면(한국교육개발원, 2013: p. 12),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성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교육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 과학의 선

행지식정도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학업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 내용의 연계성 연구는 필수적이며,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개정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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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내용들을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학교급간의 교재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구

체적으로 중등학교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에서 ‘원자 및 분자구

조,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거나 초, 중등 및 대

학교재의 화학 영역 중 물질변화, 물질 특성에 대한 수직적 연계성 고찰

을 통해 개념도 개발 및 새로운 교과내용 구조도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

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화학 영역 실험의 연계성을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김용권, 신영숙, 1998; 김효겸, 문성배, 2000; 문대성, 이남

식, 문성배, 1996; 윤이경, 문정대, 문성배, 1997; 천옥령, 1989).

한편, 유아, 초등, 중등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구를 개발하여 화학의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도(concept map)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연계성 분석틀을 개발하

였다(백성혜, 김효남, 조부경, 2000). 그리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과학 교

재에서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관련된 탐구능력을 분석하여 과학

교재 내용의 연계성을 고찰하기도 하였다(백성혜 외, 2001). 또한 물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중등 과학교육 교재의 개념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그 과정이 개념의 주제형 계열화와 나선형 계열

화에 적절한 구성인지를 판단하여 과학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백성혜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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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천옥령

(1989)

중등교과서

의 원자 및

분자 구조에

대한 연계성

분석

§ 중학교 과학교과서 및 고등학교 화학Ⅰ·Ⅱ 교과

서 물리Ⅰ·Ⅱ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 5

종의 원자 및 분자구조에 대한 내용의 연계성 조

사

문대성,

이남식,

문성배

(1996)

초·중등

교과서 및

대학교재

개념분석

§ 초등학교 자연, 중등학교 과학교과서 및 대학교

재의 화학 영역 중 물질변화 개념에 대한 학교급

간 수직적 연계성 고찰

윤이경,

문정대,

문성배

(1997)

초·중등

교과서 및

대학교재

개념분석

§ 초, 중등 및 대학교재의 물질특성에 대한 연계성

연구로써 연구결과,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과

정의 내용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도를 개발

김용권,

신영숙

(1998)

초·중등

화학실험의

연계성 분석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화학 영역 실험의 연계

성 비교 분석

김효겸,

문성배

(2000)

중등·대학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연계성 분석

§ 중등 및 대학 교과 내용 중 산화·환원 반응의 연

계성 파악을 위한 준거 기준 수립

§ 적절한 연계성 갖도록 새로운 교과 내용 구조도

제시

백성혜,

김효남,

조부경

(2000)

연계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 유아, 초등, 중등 과학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 분

석을 위한 도구 개발

§ ‘물질의 성질’에 관한 개념도 및 분석틀 개발

백성혜
외
(2001)

과학 교재의
연계성 고찰

§ 유치원, 초등, 중등 과학 교재의 내용 중에서 물
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탐구능력 전
개 과정의 연계성을 고찰

백성혜
외
(2002)

과학 교재의
연계성 고찰

§ 물의 상태와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어 유치원,
초·중등 과학교육 교재의 개념 전개 과정을 분석
하여 과학교육과정의 연계성 고찰

<표 6>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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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고병남
(2006)

초·중등학교
화학개념의
연계성분석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화학과 관련된 학습
내용들을 학교별, 학년별, 단원별로 단계에 따른
수직적 연계성 비교 분석

서영은
(2007)

고교-대학의
화학교과
연계성 분석

§ 고등학교 화학Ⅱ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
의 내용 연계성 분석 및 실제의 내용 연계 정도
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송민아
(2008)

고교-대학의
화학교과
연계성 분석

§ 고등학교 화학Ⅰ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
를 양적 기준, 개념과 내용 기준으로 나눠 연계
성을 분석

한미라
(2008)

중등·대학교
의 화학
교과 연계성
분석

§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의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중
등학교 화학 내용체계를 비교 및 학생 설문 조사
분석

문숙희,
이상좌
(2011)

고교-대학의
화학교과
연계성 분석

§ 고등학교 화학Ⅱ 교과서와 일반화학 교재의 개념
분석

§ 고등학교 화학Ⅰ, Ⅱ의 이수 여부에 따른 일반화
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안미경,
손연아,
김동렬
(2013)

화학 교과
내용 연계성
분석

§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등학교 화학 내
용 비교 및 계속성에 관한 연구

김하나
(2014)

고교-대학의
화학 교과
연계성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화학Ⅱ 교
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 내용의 연계성을
단원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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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과학과 중에서도 화학의 특정 단원이나 화학Ⅰ

또는 화학Ⅱ의 학교급간 연계성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로써 여러 시

사점을 제시하였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계성에 대한 결과는 제공하

지 못하였다. 화학 교과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관점에

서 학교급간 화학 내용의 연계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고병남(2006)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학년별, 단원별로 화학 내용들

의 전반에 걸친 수직적 연계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화학 교육과정은 계속성과 계

열성 및 나선형 학습이론을 기준으로 볼 때 연계성이 양호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상에 화학 관련 학습주제들의

연계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학생의 특성 및 학교의 여건에 따

른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이공계 대

학으로 진학하고 학습할 때 겪는 많은 어려움과 관련된 과학과 선택과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한편으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에

대해 부분적으로 학교급간 교재를 분석하거나 인식도를 조사하는 연구들

도 있었다(문숙희, 이상좌, 2011; 서영은, 2007; 송민아, 2008; 한미라,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은(2007)과 송민아(2008)는 고등학교 화

학 교과서와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의 내용에 대해 연계성 분석을 하여

교육과정의 개정과 실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

미라(2008)는 중학교 화학 내용이 고등학교 화학 내용에 비해 적은 범위

이므로 고등학교 화학 내용체계가 대학교 일반화학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대학교 일반화학에는

고등학교 화학Ⅱ의 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들보다 심각하게 치우쳐 있

어서 학습량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고

등학교 화학 교과서 내에 화학 개념이 단원별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등학교의 인문계 학생, 자연계 학생, 실업계 학생들의 화학

개념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큰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심화선택과목으로서 화학Ⅱ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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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 실력 저하가 유발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09 과학과 교

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중등학교 화학 내용을 비교하여 계속성을 분석하

거나 고등학교 화학Ⅱ와 대학교 일반화학의 교재 내용 분석에 기반한 연

계성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하나, 2014; 안미경, 손연아, 김동렬, 2013).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대학교수를 선정하였다. 기

존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관점에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수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

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관점과 학습자인 대

학생의 관점을 비교분석하여 화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

고자 하였다. 둘째, 화학의 특정 단원 (‘산-염기 용액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전기화학’)에 대해 화학Ⅰ, Ⅱ 및 일반화학 내에서의 수평적

연계성과 학교급간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였다. 해당 단원

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혹은 대학생의 관점에서 어려운

단원으로 고른 결과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려워하

는 단원에 대한 이유를 고찰할 수 있었다. 셋째, 화학Ⅰ, Ⅱ 및 일반화학

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또한, 특정 단원에 대한 체계적 분석 이외에 모든 내용요소 및 내용

체계의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화학Ⅰ, Ⅱ의 경우 2009 개정 교

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내용요

소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일반화학의 경우 대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재들

을 비교하여 교재들마다 다루는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대학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요소가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Ⅰ, Ⅱ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대학교수 및 대학생의 심층면담과 연관지어 교육 현장에

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에 대한 모식도 및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나

는 연계성 부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내용요소 및 내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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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학을 구성하는 중단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화학Ⅰ, Ⅱ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

학, 화학Ⅰ, Ⅱ에 대한 내용체계의 모식도 및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여 연계성 부족 문제에 대

한 시사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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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의 구성 내용 분석

고등학교 화학Ⅰ, 화학Ⅱ 및 대학교 일반화학을 구성하는 내용을 면밀

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화학은 국가 수준의 과학과 교육과정으로

특정 기간마다 개정되는 변화를 거치고 있다.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Ⅱ의 내용체계는 <표 7>과 같다. 화학Ⅰ은 화학의 언어, 개성

있는 원소,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닮은꼴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Ⅱ는 다양한 모습의 물질, 물질 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화학 반

응 속도, 인류 복지와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영역
내용요소

화학Ⅰ 화학Ⅱ

화학의 언어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
반응식

개성
있는
원소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성 입자, 보어 모
형, 오비탈, 스핀, 에너지
준위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 전자 배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
기 음성도

아름
다운
분자
세계

분자
세계의
건축 예술

분자 구조의 다양성, 구조
와 기능

화학 결합
화학 결합, 옥텟 규칙, 쌍극
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 구
조, 탄소 화합물

닮은
꼴

산화 환원
광합성과 호흡, 철의 제련,
암모니아의 합성, 산화수

<표 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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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Ⅱ의 내용체계는 <표 8>과 같

다. 화학Ⅰ은 물질의 구조에서 물질의 구성입자와 화학 결합이 포함되어

있고, 화학Ⅱ은 물질의 성질에서 물질의 상태를 핵심개념으로 다루고 있

다. 화학Ⅰ, Ⅱ은 공통적으로 물질의 변화 영역에서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을 구성하고 있다(교육부, 2015).

화학
반응

산과 염기
염산,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 중화 반응

다양
한
모습
의
물질

물질의
상태

분자간 상호작용, 기체, 이
상 기체 상태 방정식, 액체
와 고체, 상변화

용액
용액의 농도, 증기압, 총괄
성

물질
변화
와
에너
지

반응열
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보
존, 헤스의 법칙

반응의
자발성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 에
너지

화학
평형

평형의
원리

화학 평형, 평형 상수, 평형
의 이동, 상평형, 용해 평
형, 헨리의 법칙

평형의
이용

산-염기 평형, 화학 전지,
연료 전지, 전기 분해

화학
반응
속도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반응 차수, 반
감기, 에너지 장벽

촉매
촉매의 종류, 효소, 촉매의
이용

인류 복지와 화학
의약품 개발, 녹색, 화학,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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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화학Ⅰ 화학Ⅱ

물질
의
구조

물질
의
구성
입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몰, 화학 반응식, 몰 농도

양자수, 오비탈, 전자 배치, 주
기율표, 유효 핵전하 · 원자
반지름 · 이온화 에너지의 주
기성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전기 음성도, 쌍극자 모
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이론, 분자 구조

물질
의
성질

물질
의
상태

고체의 결정구조

분자 간 상호작용, 액체의 성
질, 용액의 농도, 묽은 용액의
총괄성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
드로 법칙, 이상 기체 방정식,
분압

물질
의
변화

화학
반응

산화, 환원, 산화수

가역 반응, 동적 평형, pH
화학 평형, 르샤틀리에 원리,
상평형 그림, 이온화 상수, 염
의 가수 분해, 완충 용액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반감
기, 활성화 에너지, 반응 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화학의 유용성, 탄소 화합물의
유용성

촉매, 효소

에너
지
출입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엔탈피, 열화학 반응식, 헤스
법칙

화학 전지, 전기 분해, 수소
연료 전지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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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와 달리 국가적 차원의 지침서가 제

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마다 교육목표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교과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서영은, 2007). 일반화학은 원자, 분자와 이온,

화학양론, 수용액에서의 반응, 기체,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공유 결합,

열화학, 액체와 고체, 용액, 반응 속도, 기체의 화학 평형, 산과 염기, 산-

염기 용액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반응의 자발성, 전기화학, 핵반

응, 착이온, 금속 원소의 화학, 비금속 원소의 화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실제로 대학교 일반화학 강의에서는 저명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문숙희, 이상좌, 2011), 이러한 실정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

교의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 각각의 내용요소들을 비

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 사용하는 일반화학 교재 5권

(Chang & Goldsby, 2015; Masterton, Hurley & Neth, 2014; McMurry,

Fay & Robinson, 2016; Oxtoby, Gillis & Campion, 2014; Zumdahl &

Zumdahl, 2014)의 단원 목차를 <표 9>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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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ton McMurry Zumdahl

1. 물질과 측정
2. 원자, 분자와 이온
3. 화학에서의 질량관계: 화
학량론

4. 수용액에서의 반응
5. 기체
6.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7. 공유결합
8. 열화학
9. 액체와 고체
10. 용액
11. 반응 속도
12. 기체의 화학 평형
13. 산과 염기
14. 산-염기 용액의 평형
15. 착이온과 침전 평형
16, 반응의 자발성
17. 전기화학
18. 핵반응
19. 착이온
20. 금속 원소의 화학
21. 비금속 원소 화학
22. 유기 화학

1. 화학적 도구: 실험과측정
2. 원자, 분자 및 이온
3.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
계

4. 수용액에서의 반응
5. 주기성과 원자의 전자 구
조

6. 이온 결합화합물: 주기적
경향과 결합 이론

7. 공유 결합과 전자점 구조
8. 공유 결합: 결합이론과분
자 구조

9. 열화학: 화학 에너지
10. 기체의 성질과 행동
11. 액체, 고체, 그리고 상
변화

12. 용액과 그들의 성질
13. 화학 반응 속도론
14. 화학 평형
15. 수용액 평형: 산과 염기
16. 수용액 평형의 응용
17. 열역학: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그리고 평형

18. 전기화학
19. 핵화학
20. 전이 원소와 배위 화학
21. 금속과 고체 상태 재료
22. 주족 원소
23. 유기 및 생물 화학

1. 화학의 기초
2. 원자, 분자와 이온
3. 화학량론
4. 화학 반응의 종류와 용액
의 화학량론

5. 기체
6. 열화학
7. 원자 구조와 주기성
8. 결합: 일반 개념
9. 공유결합: 궤도함수
10. 액체와 고체
11. 용액의 특성
12. 화학 반응 속도론
13. 화학 평형
14. 산과 염기
15. 산-염기 평형
16. 용해도와 착이온 평형
17. 자발성, 엔트로피 및 자
유 에너지

18. 전기화학
19. 핵: 화학자의 관점
20. 주족 원소
21. 전이 금속과 배위 화학
22. 유기 및 생물학적 분자

<표 9> 일반화학 교재의 단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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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Oxtoby

1. 화학: 변화에 대한 연구
2. 원자, 분자 및 이온
3.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
4. 수용액에서의 반응
5. 기체
6. 열화학
7. 양자론과 원자의 전자 구조
8. 원소의 주기성
9. 화학 결합Ⅰ: 기본 개념
10. 화학 결합Ⅱ: 분자 기하 구조와 원자 궤
도함수의 혼성화

11. 분자간 힘과 액체 및 고체
12. 용액의 물리적 성질
13. 화학 반응 속도론
14. 화학 평형
15. 산과 염기
16. 산-염기 평형 및 용해도 평형
17.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및 평형
18. 전기화학
19. 핵화학
20. 대기화학
21. 야금술과 금속의 화학
22. 비금속 원소과 화합물
23. 전기 금속 화학과 배위 화합물
24. 유기화학
25. 합성 및 천연 유기 고분자

제1부 기본 현대 화학
1. 현대화학에서의 원자
2. 화학식, 화학 반응식 및 반응 수율
제2부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
3. 화학 결합: 고전적 기술
4. 양자역학 소개
5. 양자역학과 원자 구조
6. 양자역학과 분자 구조
7. 유기 분자의 결합
8. 전이 금속 화합물과 배위 착물의 결합
제3부 물질의 상태에 대한 분자 운동론적
기술
9. 기체 상태
10. 고체, 액체 및 상전이
11. 용액
제4부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
12. 열역학 과정과 열화학
13. 자발적 과정과 열역학적 평형
14. 화학 평형
15. 산-염기 평형
16. 용해도와 침전 평형
17. 전기화학
제5부 화학과 물리 과정의 속도
18. 화학 반응 속도론
19. 핵화학
20. 분자 분광학과 광화학
제6부 재료
21. 고체의 구조와 결합
22. 무기 재료 물질
23. 고분자 재료와 연성 고체 물질



- 42 -

이로부터 목록화한 내용요소들을 <표 10>으로 정리했고, 이를 준거로

하여 2009 개정 및 2015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Ⅰ, Ⅱ

교과서를 각 2권씩, 총 8권을 참고하여 <표 11>과 같이 구성하였다(교

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문숙희, 이상좌, 2011). 일반화학의 내

용을 기준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Ⅰ, Ⅱ

에서 내용요소의 유무를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요

소는 확산 및 분출, 공명구조,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 G), 반응의 자발성, 열역학 법칙, 탄소화합물의 분류, 탄소화합물

의 작용기, 핵산 등이 있었다. 이는 2009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

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감축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김현경, 나지연, 2017; 박현주, 임희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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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

영역 내용요소

소개 물질의 분류, 측정

원자, 분자,
이온

원자, 분자, 이온, 원자번호, 동위원소, 화학식, 명명법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원자량, 아보가드로수, 몰, 실험식, 화학 반응, 한계 반응물

기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이-뤼삭의 법칙,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돌턴의 분압 법칙, 확산, 유출

원자의 구조 보어 모형, 양자수, 원자 오비탈, 전자 배치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적 분류, 이온화 에너지, 화학 성질의 주기적 변
화, 전자 친화도, 대표 원소의 화학적 특성 변화

화학 결합 Ⅰ
루이스 구조,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전기 음성도, 공명, 결합
엔탈피

화학 결합 Ⅱ 전자쌍 반발이론, 쌍극자 모멘트,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고체, 액체
반 데르 발스 힘, 수소 결합,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상도표,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용액 용해도, 몰농도, 몰랄농도, 총괄성

동역학
속도 법칙, 1차 반응, 2차 반응,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 촉매,
반응 기제, 반응 중간체

화학 평형 화학 평형 개념, 평형 상수, 평형 요인, 르 샤틀리에 법칙

산-염기
아레니우스 정의, 브뢴스테드-로우리 정의, 루이스 정의, Kw,
pH, pOH, Ka, Kb, 산의 세기, 적정, 완충 용액, pKa,
Henderson-Hasselbalch 식

열화학 엔탈피, 엔트로피, 열역학 법칙, 깁스 자유 에너지

산화-환원
전기화학

산화-환원 반응, 갈바니 전지, 표준 환원 전위, 네른스트 식,
전지, 부식, 부식 방지, 전기분해

배위 화합물 전이 금속, 리간드, 배위 화합물, 구조 명명법, 결정장 이론

핵화학 핵반응, 핵안정성, 방사성 동위원소, 핵분열, 핵융합

유기화학 알케인, 알켄, 알카인, 방향족 탄화수소, 작용기

고분자 단위체, 고분자,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DNA, RNA

<표 10> 일반화학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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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의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화학Ⅱ 화학Ⅰ 화학Ⅱ

1. 소개 물질의 분류, 측정 - - - -

2. 원자, 분자,
이온

원자, 분자, 이온 O X O X

원자번호, 동위원소 O X O X

화학식, 명명법 O X O X

3.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원자량, 아보가드로수, 몰 O X O X

실험식 O X O X

화학 반응, 한계 반응물 O X O X

4. 기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이-뤼삭의 법칙

X O X O

이상 기체 상태방정식 X O X O

돌턴의 분압 법칙 X O X O

확산, 유출 X O X X

5. 원자의
구조

보어 모형 O X O X

양자수, 원자 오비탈, 전자 배치 O X O X

6.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적 분류 O X O X

이온화 에너지 O X O X

화학 성질의 주기적 변화 O X O X

전자 친화도 O X O X

대표 원소의 화학적 특성 변화 O X O X

7. 화학
결합 Ⅰ

루이스 구조 O X O X

이온 결합, 공유 결합 O X O X

전기 음성도 O X O X

공명 O X X X

결합 엔탈피 X O X O

<표 11> 일반화학과 화학Ⅰ, 화학Ⅱ의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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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의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화학Ⅱ 화학Ⅰ 화학Ⅱ

8. 화학
결합 Ⅱ

전자쌍 반발이론 O X O X

쌍극자 모멘트 O X O X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 X △ X

9. 고체, 액체

반 데르 발스 힘 X O X O

수소 결합 X O X O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X O X O

상도표, 임계 온도, 임계 압력 X O X O

10. 용액

용해도 X O X X

몰농도, 몰랄농도 X O O X

총괄성 X O X O

11. 동역학

속도 법칙 X O X O

1차 반응, 2차 반응, 반감기 X △ X △

활성화 에너지, 촉매 X O X O

반응 메커니즘, 반응 중간체 X X X X

12. 화학
평형

화학 평형 개념 X O O O

평형 상수 X O O O

평형 요인, 르 샤틀리에 법칙 X O X O

13. 산-염기

아레니우스 정의, 브뢴스테드-로우
리 정의, 루이스 정의

△ △ △ X

Kw, pH, pOH, Ka, Kb △ O △ O

산의 세기, 적정, 완충 용액,
pKa, Henderson-Hasselbalch 식

△ O △ O

14. 열화학

엔탈피, 엔트로피 X O X △

열역학 법칙 X O X X

깁스 자유 에너지 X O X X



- 46 -

일반화학의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화학Ⅱ 화학Ⅰ 화학Ⅱ

15. 산화-환원
전기화학

산화-환원 반응 O X O X

갈바니 전지 X O X O

표준 환원 전위 X X X X

네른스트 식, 전지, 부식 X △ X △

부식 방지, 전기분해 X O X O

16. 배위
화합물

전이 금속 X X X X

리간드, 배위 화합물,
구조 명명법, 결정장 이론

X X X X

17. 핵화학

핵반응, 핵안정성 X X X X

방사성 동위원소 X X X X

핵분열, 핵융합 X X X X

18. 유기화학
알케인, 알켄, 알카인 O X X X

방향족 탄화수소, 작용기 △ X X X

19. 고분자
단위체, 고분자, 단백질, 아미노산 X X X X

핵산, DNA, RNA O X X X

계 112 (100%)
24.5

(21.88%)
25.5

(22.77%)
24

(21.43%)
19.5

(17.41%)

·△ : 한 개 또는 두 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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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및 연구 설계 상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 연구 도구, 자료

분석 등을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2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3.1. 연구 참여자

3.1.1. 대학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인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교육과정의 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

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급별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도적 표본추출

(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Merriam & Tisdell,

2015).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연구자가 화학 관련 학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알리면서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연구에 참

여하기로 한 대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가적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0명의 대학교수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

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수 10명의 정보는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총 6개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전공은

물리화학 4명, 유기화학 2명, 분석화학 4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강의

경력은 ‘5년 이하’는 4명, ‘6-10년’은 2명, ‘11-15년’은 2명, ‘20년 이상’은

2명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비록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익명 처

리하였으나, 연구 참여자 중에는 2015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한 교수도 1인 포함되었다. 일반화학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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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 강의 경력을 최소 3-5년, 최대 1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수 대학교 전공 강의 경력(2016년 기준, 년)

A U대학교 물리화학 11-15

B V대학교 물리화학 6-10

C U대학교 유기화학 6-10

D U대학교 유기화학 20년 이상

E W대학교 분석화학 20년 이상

F U대학교 분석화학 5년 이하

G X대학교 분석화학 5년 이하

H Y대학교 물리화학 5년 이하

I Z대학교 분석화학 11-15

J Z대학교 물리화학 5년 이하

<표 12>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수의 정보

3.1.2. 대학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실증적인 탐구를 도모하고자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사례연

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보다

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

다(Creswell, 2012; Merriam,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육받고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화학을 처음으로 접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였

으며, 그 중에서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유

기웅 외, 2018; Merriam & Tisdell, 2015).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서울 소재의 X, Y 대학교에 개설된 일반화학 강

의에 참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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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일반화

학을 실질적으로 수강하였기 때문에 학교급간 화학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문제에 대하여 차별적인 답을 제공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6년도 대학 입학생인 연구 참여자

8명의 정보는 <표 13>과 같다.

대학생 대학교 학년 전공 고교 수업의 선택과목 수능의 선택과목

A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Ⅱ

B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C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D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E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F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

G X대학교 1학년 화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H Y대학교 1학년
화학
교육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Ⅱ

<표 13>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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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

례연구이며, 연구문제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질적 연구방

법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연구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연구의 신뢰성을 저

하시킬 수 있다(Stake,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X,

Y 대학교의 학생들과 동일한 학과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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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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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학교수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계획을 진행하였다. 2016년 7월

중에 연구 도구로써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 및 설문 문항을 제작하

여, 8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얻었

다. 그 후,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

여자에 대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을 하

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들을 미리 제시하고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면담은 먼저 연

구자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추가적으

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각 연구 참여자들의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고

연구자와 일대일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과정은 캠코더와 녹음기로

녹화 및 녹음 후 전사되었으며, 면담 중 연구자는 기록장에 일부 특이사

항이나 새로운 내용을 기록했다. 면담은 각 연구 참여자별로 차이가 있

었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3.2.2. 대학생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심층면담에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상세

한 이해를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Wolcott, 1992). 심층면담은 연

구문제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

이며, 이를 통하여 심도 깊게 연구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DeMarris,

2004; Merriam, 1998). 자료 수집은 2016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대학생들

은 일반화학의 모든 단원을 학습하고 종강을 앞두고 있었다. 심층면담은

8명의 대학생들이 가능한 일자에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

은 뒤 1시간 정도 녹음 및 녹화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를 전사하면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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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 코멘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는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초에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동일한 학과 77명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각 대학교 강의실에서 실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강의 담당

교수 및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생명윤리위원

회(IRB)의 승인을 받은 설문지로 약 20분 동안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3.3. 연구 도구

3.3.1. 대학교수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 질문지와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사전

에 준비한 질문의 내용은 선행연구(문숙희, 이상좌, 2011)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학습이 대학교수의 일반화학 강

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일반화학 강의 진행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바라는 점 등으로 <표 14>, <표

15>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전에 앞서 기술한 <표 7>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표

10> 일반화학의 내용체계를 제공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대학마다 사용하는 교재는 다양하지만, 대학교 강의에서 다루어지

는 화학의 기본 핵심 내용의 유사함을 연구 참여자에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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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2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학습이 일반화학 강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3 일반화학 강의 진행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4
대학교수의 관점에서 일반화학 강의 시에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순
위와 이유

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바라는 점

<표 14>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면담 질문지의 내용

문항 보기

일반화학 강의 시 대학생들이
일반화학에서 어려워한 단원 중에
3개를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원자, 분자, 이온 / 화학에서의 질량 관계 /
수용액에서의 반응 / 기체 /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 공유 결합 / 열화학 / 액체와
고체 / 산과 염기 / 산-염기 용액의 평형 /
착이온과 침전 평형 / 용액 / 반응 속도 /
기체의 화학 평형 / 반응의 자발성 /

전기화학

<표 15>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문항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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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학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면담 질문지와 설문지이다. 면담 질

문지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문숙희, 이상좌, 2011; 이보경, 장수철, 2008)

를 참고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표

16>과 같다.

번호 내용

1 고등학교 수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과 그 이유

2 화학Ⅰ 및 화학Ⅱ 수강 여부가 일반화학 강의에 미치는 영향

3 일반화학 강의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 및 극복 방안

4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인식

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바라는 점

<표 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 질문지의 내용

설문지의 경우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에 대한 선

행연구(문숙희, 이상좌, 2011; 서영은, 2007; 이보경, 장수철, 2008; 한미

라, 2008)를 참고하여 면담 질문지의 내용과 맞추어 변인 요소를 추출한

뒤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현직 교사 및 과학교육 전

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작성한 설문

문항들은 화학교육과 대학원생 7인의 예비검사를 통하여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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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보기

1
고등학교 수업에서 과학과
선택과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물리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 화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택한 과학탐구영역 과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물리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 화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3

(2에서 화학Ⅰ 또는 화학Ⅱ를
선택한 경우)

화학Ⅰ과 화학Ⅱ에서 어려웠던
단원 중에 3개를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화학의 언어 / 원자의 구조 / 주기적
성질 / 분자 세계의 건축 예술 /
화학 결합 / 분자의 구조 / 산화
환원 / 산과 염기 / 물질의 상태 /
용액 / 반응열 / 반응의 자발성 /
평형의 원리 / 평형의 이용 / 반응
속도 / 촉매 / 인류 복지와 화학

4
일반화학에서 어려웠던 단원 중에
3개를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원자, 분자, 이온 / 화학에서의 질량
관계 / 수용액에서의 반응 / 기체 /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 공유 결합 /
열화학 / 액체와 고체 / 산과 염기 /
산-염기 용액의 평형 / 착이온과
침전 평형 / 용액 / 반응 속도 /

기체의 화학 평형 / 반응의 자발성 /
전기화학

5
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Ⅰ, 화학Ⅱ와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표 1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문항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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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3.4.1. 대학교수

질적 사례연구인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자료를 기반으로 하

여 진행하였고, 심도 깊은 연구 문제로의 접근 및 충분한 이해를 위해

면담 시 기록해 놓은 메모와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DeMarris, 2004;

Merriam, 1998). 2009 개정 및 2015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과 대학교 일

반화학과의 ‘연계성’이라는 해석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전사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고 조직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코딩하였다(Bogdan &

Biklen, 2007). 먼저, 개방 코딩을 통해 전사 자료의 특성과 중심 의미를

분석 및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범주화 과정으로 자료를 분류한 뒤, 해

당 내용들의 범주를 재확인하면서 잘못 분류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지

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적용하였다(Ezzy,

2002; Glaser & Strauss, 1967). 특정 대상을 연구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질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면담과 강의 자료, 강의 현장의 노트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한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Denzin, 1970;

Stake, 1995). 질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연구자 2인 및 화학교

사 2인과 논의하며 진행하였다. 현직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교

수자이자 대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로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표들을 검토 및 수정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화학교육 박사과정 4

인 및 석사과정 3인, 현직교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선정 및 조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 비교 분석법을 적용

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대학교에

서는 본 연구를 수행한 2016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자료수집 시 활용

한 교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반화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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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대학생

본 연구자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전사본과 수집 자

료들을 분석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우선,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1차적인 자료 분석인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Merriam,

1998). 이를 바탕으로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체계적, 본질적, 발견

적 속성에 축약한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 과정을 수행하여 2차적인 자료 분

석을 실시하였다(조용환, 1999; Saldaña, 2009). 즉, 반복적 비교와 귀납적

과정을 통해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는 ‘범주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구성된 범주를 연구 참여자들의 코딩 전 면담 내

용과 다시 비교하며, 연역적으로 범주를 수정하는 ‘범주 확인’ 과정을 진행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위해 면담내용을 주요 자료로 분석하였

으나, 사례연구에서 한 가지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신뢰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ke, 1995). 따라서 면담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같은 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일반화학 강의가 거의 종료된 2 학기 말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총 77명의 응답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75

명의 설문 조사 결과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자 1인이 설

문 응답 내용을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입력한 뒤 다른 연구자 2인이 설문

응답 내용과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설문

조사 결과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선택 문

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를 심층면담 자료와 비

교하며 면담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서 수집한 내용과 심층면담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발

견된 내용에 대해 자료 간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Denzin,

1970). 이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자 3인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과학

교육과 박사과정 4인과 석사과정 3인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자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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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존중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

되었다. 면담 이전에 연구자는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면담 내용은 녹화 및 녹음되는 것

을 고지했으며 모든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구 참여 철회 시에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

명했다. 그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한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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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대학교수의 인식

4.1.1.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의 실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

학 사이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고등학교 화학 교과가 대학교 일반화학 또는 화학 관련 전공과목 학습을

위한 선수학습으로써 작용하며, 화학은 위계성3)이 있는 학문적 특성을 가

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문숙희, 이상좌, 2011; 이보경, 장수철, 2008).

또한 이러한 인식은 화학 교과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며, 대학생들이 일반화학 강좌를 원활히 수강하기 위해서는 고

등학교 화학Ⅰ, Ⅱ를 이수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한다.

저는 연계성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단계적으로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화학Ⅰ, Ⅱ가 있어야 일반화학 교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화학은 적층적이고 선수학습이 필수적이에요. 일반화학을 하려면 화

학Ⅱ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걸 다 쉽

게 가르치고 다 똑같이 시험을 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대학교수 G

의 심층면담)

3) 위계성[位階性, hierarchy] (교육학용어사전, 199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습과제의 내용이나 행동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특정 내용요

소나 행동적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내용요소나 행동적 특성을

선행(先行)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요소 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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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 역할이 고등학교에서 받아서 전공에 들어가는 데까지 흥미를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건데 그 역할을 잘

하려면 앞에 징검다리가 빠져버리면 학생들은 버겁기만 해요. (대학

교수 H의 심층면담)

4.1.2. 교육과정의 의도와 실행의 격차

가. 의도된 교육과정의 실태

대학교수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이 대학교 일반화학

과 관련하여 높은 연계성을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즉, 화학Ⅰ, Ⅱ를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교에서 일반화학을 학습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보았으며, 2009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근거는 화학Ⅰ은 일반

화학 내용의 기초개념을, 화학Ⅱ는 심화개념을 다루면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근거로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Ⅰ에 ‘원자, 분자, 이

온’, ‘화학량론(몰)’, ‘기체’, ‘화학 결합’이 포함되어 화학Ⅱ에 많이 있던

내용들이 화학Ⅰ으로 다수 이동하여 학생들이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의

학습이 용이할 것이라는 연구가 해당된다(문숙희, 이상좌, 2011).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Ⅱ와 일반화학 간의 연계성 분석에서 선행학습

과 후속학습 간의 심화·확대의 두 과정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발전’

단계 해당하는 교과 내용이 50% 이상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었다(김하

나, 2014). 여기에서 학교급간의 화학 교과 내용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Ⅱ에 추가한 다소 어려운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이공계대학으

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제언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의도된 교육과정

이 비교적 잘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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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고 교과서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체

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일반화학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큰 문제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 A의 심층면담)

연계성이 있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만 봤을 때는 일반화학과

가깝죠. 지금까지 교육과정 중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에요.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다 알고, 화학Ⅰ, Ⅱ까

지 다 배우고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일반화학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연계성은 충분히 있어요. 화학Ⅰ은 ‘화학이라는 분야가 대충 특징이

이런 거다.’고 보여주는 교양서에 가까워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싶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이고, 화학Ⅱ는 대학에

진학하여 이공학도로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며 대학교 일반화학 내용과 많이 겹쳐

요. 화학Ⅱ를 배운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굉장히 쉽게 잘하죠. (대학교

수 G의 심층면담)

연계성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는 도입(introduction)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다른 개념도 반 정도 더 들어오기도 하지

만 그래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이 연결될 수 있어요. (대학

교수 H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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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된 교육과정의 실태

대학교수들은 의도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실행된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

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교수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

습하고 진학한 대학생들이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들보다 고등학

교 재학 중에 화학 개념을 덜 배우고, 대학에 진학한다고 대부분 인식하

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선택과목 및 입시제도의 변화

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화학Ⅱ에 시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

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략)... 많이 따라 올 수 있는 건데도 불구

하고 일반화학에서 많이 낙오한다는 것이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Ⅰ,

Ⅱ와 연결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화학Ⅱ를 배

웠으면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아요.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교육과정에 대해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목들을 쪼개놓은 다

음에 그 중에서 2～3개 들으면 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도 ‘화학’이라는 선택과목을 하나

로 해서 화학을 시험을 봐야 되지. ‘화학’을 ‘Ⅰ, Ⅱ’로 나누면 안 돼

요. 그래야지 다 배우죠. (대학교수 E의 심층면담)

대학교수들은 화학Ⅰ, Ⅱ의 내용 구성이 분절적이고, 실제 일반화학 및

전공화학에서 중시되는 내용들이 화학Ⅱ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다수

의 학생들이 화학Ⅰ만을 학습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

다. 대학교수 E의 면담내용은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도 선

택 중심의 과학 교육과정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공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과학 소양을 함양하

는데 있어서 과학 선택 제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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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Ⅰ과 Ⅱ의 내용을 축소하고 통합하여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명준, 심재호, 2016). 이와 관련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개정과 국가 차원에

서의 대학입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천일석, 박선형, 2007).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능 탐구영역이 선택과목 형태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의 수가 4개(제 7차), 3개(07

개정 및 09 개정), 2개(09 개정 및 15 개정)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 자율성을 주고, 학

습량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던 과학 학습이 대학에서 이공계열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

에 영향을 주어 학과 적응력을 감소시켰다(문숙희, 이상좌, 2011; 이보경,

장수철, 2008) 대학교수들은 이와 같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고등학생들이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게 된 이유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

더 큰 문제는 수능 선택으로 인해서 화학Ⅰ, Ⅱ를 들어야 전체적으로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이 화학Ⅰ만 수강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화학교육을 지

금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학교수 A의 심층면담)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과학과목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

죠. 수능 시험 특성상 유불리가 존재하고 ...(중략)... 일반화학1 강의

에서 1학년생에게 물어보면 화학Ⅱ를 들은 학생들이 10%가 안돼요.

면담을 해보면 화학에는 관심이 있어요. 해보니까 단기간에 점수 따기

가 쉽지 않으니까, 화학이라는 과목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문제는 화학Ⅰ과 화학Ⅱ 둘 다 공부하는 학생이 전국에 3,000명 밖

에 안 된다는 거죠. ...(중략)...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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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커리큘럼인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

까 그런 학생들이 또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대학교수

J의 심층면담)

대학교수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

화학 사이에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 상에서 화학Ⅱ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며 입시에

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일부 상위권 학생들 외에는 학생들이 화학Ⅱ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선택 비율이 낮아진다고 파악하였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 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화학

Ⅱ의 선택 비율은 1.44%4)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KICE). 그 결과 대학교

수들은 실행된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

이의 연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파악하였다.

다. 강의 중 어려운 상황

대학교수들은 일반화학 강의 진행을 할 때, 대학생들이 선택한 고등학

교 과학과 선택과목 학습에 따라 강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학교수 B, F는 첫 강의 시간

에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 화학Ⅱ를 선택한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

였고, 극소수의 수강생이 화학Ⅱ를 학습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강의 방향과 수준을 정한다고 하였다. 대학교수 B는 실제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이 일반화학 강의에 영항을 많이 준다고 판단하고,

현상적으로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를 다

수 언급하고 있었다. 대학교수 D, F, G는 강의 수준과 내용의 범위를 설

정하는 것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

며, 학생들의 이해 속도의 격차가 커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화학이 대학교의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선행되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kice.re.kr/)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
수 결과 보도자료(2019. 07. 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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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송민아, 2008; 이보경, 2018; 이보경, 장수철, 2008).

고등학교 때 화학Ⅰ, Ⅱ를 선택한 학생들은 무리 없이 따라가는데 화학

Ⅰ만 하거나 화학Ⅱ를 전혀 안 해 본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미리

포기하기 시작하죠. ...(중략)... 화학이 실험적인 학문에 가까운데,

실험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

들이 처음에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강의를 할 때에 대학생의 수준차가 심하기 때문에 강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략)... 일단은 중간정도

의 수준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워낙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방향설정 자체가 매우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

리가 일반화학 강의를 할 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화학을 강의하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우 극소수지만 화학Ⅰ, Ⅱ를 아예 안 배운 학생들도 있었고

요. 화학Ⅰ까지 들은 학생이 대부분이고, 화학Ⅱ까지 들었던 학생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수능에서 화학Ⅱ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하지 않은 학생 사이에

상당히 큰 수준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령,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화학Ⅱ까지 배운 학

생도 있고, 화학을 아예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 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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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특히 안 배운 학생들이 중요한

데, 안 배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의

의 내용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고요. (대학교수 G의 심층면담)

라. 대학교수들의 개선 방안

대학교수들은 일반화학을 강의하는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과 그

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수들

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 수준과 내용 범위를 조절하는 등 화

학Ⅱ를 학습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화학 강의 방

식을 조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수들은 강의 내용과 진도를 조

정하거나 반복학습 및 퀴즈를 시도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저는 수업 때 가능하면 그런 것을 벗어나서 시험을 오픈북으로 볼 때

도 있고, 시험시간이 길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한 번씩 고민하게끔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화학

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적용해보

며 흥미로운 일들을 시험에 시켜요.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저 같은 경우에 퀴즈를 자주 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강화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산문제 위주보다는 개념문제 위주로

내고 있어서 학생들도 오히려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계산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개념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고 ...(중략)...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09 개정 이전 학생들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제일 쉽다

고 할 수 있는 교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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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어요. “일반화학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떠냐? 3학기 또는 4학기로.” 학생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09 개정 전과 후의 차이에요. 대학의 커리큘럼을 대

폭 낮춰야지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더 느리게,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알아

들었는데 지금은 설명을 해줘야 되요. (대학교수 G의 심층면담)

화학Ⅱ를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에 있어 ‘평형’과 ‘반응속도’에

대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퀴즈점수가 달라요.

특히 이런 단원은 그 다음 시간에 반 정도를 할애해서 앞에 것을 다시

복습을 해줘요. 진도 나가고 퀴즈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20～30분 앞에 것에 대한 복습을 해줘요. ...(중략)... 저는 그게 대안

이었어요. 선택과목을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이 있는데 안 들은 학

생을 위해서도 반복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수 H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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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

대학교수가 일반화학 강의 중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을 순서대로

선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기화학’, ‘반응의 자발성’, ‘전자 구조

와 주기율표’ 순으로 대학생들이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단원들

은 대학에서 학습해야 하는 개념이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

며, 고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각 단원에서 일

부의 개념만 습득할 수 있다.

[그림 2] 대학교수의 관점에서 대학생이 어려워하는 일반화학의 단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와 관련 있는 양자화학의

경우 통합과학이나 화학Ⅱ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화학Ⅰ에서 일부의 개

념만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곤(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원

자 모형과 전자배치’ 단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2학년 1학기 초반에



- 70 -

다뤄지고, 이후에는 이 부분과 연계되는 개념들의 보충 학습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단원의 내용들은 화학

결합 등과 같이 중요한 화학적 개념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자연 및 공학 계열에서 교양 선택 및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화학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급 교육과정의 효율적

인 연계를 위해서라도 참고 사항이나 심화학습 등에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같

은 맥락으로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에 나오는 개념들은 대학교의 분광학

과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고,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참고 자료 등에 간단하게라도 기술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기화학’의 경우 통합과학이나 화학Ⅰ에는 없고, 화학Ⅱ에서만

일부분이 나온다. 대학교 일반화학에서는 <표 18>과 같이 제한된 강의

시수 내에 모든 단원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5), 해당 단원들은 고등학교

와 대학교의 내용 간극이 매우 크고 수직적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학생

들이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중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화학과 교육과정이 적절한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

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박종윤, 이윤희, 2008; 양혜란, 이상

권, 2017).

5)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대학교 일반화학 강의 자료는 <표 18>과 같다. 고등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방침을 따라 학습내용이 공통적으로 운영되지

만 대학교는 국가적 차원의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마다 교

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

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반화학은 1, 2학기에 걸쳐서 1년 동안 강의를 수강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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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강의내용

2016년
1학기

1주 제1장. 물질과 측정

2주 제2장. 원자, 분자, 이온

3주-4주 제3장. 화학에서 질량 관계: 화학량론

4주-5주 제4장. 수용액 중의 반응

6주-7주 제5장. 기체

8주 중간고사

9주-10주 제6장.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10주-11주 제7장. 공유 결합

12주-13주 제8장. 열화학

13주 제9장. 액체와 고체

14주 제10장. 용액

15주 기말고사

2016년
2학기

1주-2주 제11장. 반응속도

2주-3주 제12장. 기체의 화학 평형

4주-5주 제13장. 산과 염기

6주 제14장. 산-염기 용액의 평형

7주 제15장. 착이온과 침전 평형

8주 중간고사

9주 제15장. 착이온과 침전 평형

10주 제16장. 반응의 자발성

11주-12주 제17장. 전기화학

13주 제19장. 착이온

14주 제22장. 유기화학

15주 기말고사

<표 18> 일반화학의 연간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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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관점에서 일반화학 강의 중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기화학’ 단원에 대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 내용체계의 연계성 측면

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전기화학’은 개념도 어렵고, 서로 연결시켜서 계산하는 부분을 힘들

어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수의 설문 조사 내용)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되는 ‘전기화학’은 다른 단원

에 비해서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의 설문 조

사 내용)

‘전기화학’을 대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음극,

양극의 개념을 배우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Cathode와

Anode로 배우고, Galvanic cell과 Electrolyte cell에서 반대가 되기 때

문에 학생들이 매우 헷갈려 합니다. (대학교수의 설문 조사 내용)

전기화학의 개념 자체가 열역학에서 출발하거든요. 전기화학은 다 알

고 있다는 개념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서 있는 개념 자체가

뒤죽박죽되어 있죠. 산수는 할 줄 아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학교수의 설문 조사 내용)

‘전기화학’과 관련된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의 단원 및 개념을 수직

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측면으로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화학Ⅰ에서 ‘산화, 환원, 산화수’를 학습하

고, 화학Ⅱ에서 ‘반응의 자발성, 평형의 원리, 평형의 이용, 반응 속도’를

숙지한 후 일반화학에서 ‘전기화학’ 단원을 학습해야 개념이해를 수월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수평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학에서 수용액

의 산화·환원 반응, 반응의 자발성, 평형의 개념 및 이동, 반응의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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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온도·압력·농도의 변화, 반응 속도론 및 촉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전기화학 단원의 학습이 수월하다. 즉, 전기화학 단원의 개

념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대학교수들은 대학생들이 선행개념

의 효과적인 학습 없이 전기화학 단원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

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학교급간 및

학습내용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전기화학에 대한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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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충실한 기초 개념 학습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화학 교과에서 기초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지향점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입시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되어왔기에 학생들이 개

념 이해에 집중하는 학습을 하지 않은 경향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화학 교과 자체의 내용요소가 풍부해져

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고 있었다.

다양한 개념들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이게 잘 바탕이 되어야 나중

에 일반화학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중략)... 계산보다 중요한 게 교

육목표로 봤을 때,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

능과 관련된 면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2015 개정에서는 더욱 개념

위주의 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도 늦지 않는

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화학 자체만 봤을 때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갔으

면 좋겠어요. 원하는 학생은 더 많이 알 수 있게, 내용 자체가 너무 적

어요.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학

습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차라리 화학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많

아야 된다. 그게 더 나은 거다. (대학교수 I의 심층면담)

대학교수 I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 수와 학습량을 줄여 질적으로

더 우수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취지가 본질과 달라지는 것에 대

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더 쉬운 과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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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교육정

책의 취지가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들이 늘어난 학습량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대학과정에서 교육과

정의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교수들은 모든 학생들이 화학Ⅱ의 내용이나 개념

을 모두 숙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와 관련된 주요 화학 용어들

을 ‘들어보고’ 대학에 입학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곧,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이 중요한 화학 개념의 명칭에 익숙해지는 것을 일

반화학의 선수 지식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라

(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화학의 개념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화학 내용

체계부분이 화학Ⅱ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심화선택과목으로서

의 과학Ⅱ과목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학 실력 저하가 야기되

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화학Ⅰ, Ⅱ를 모두 선택하여 학습하

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 화학Ⅱ를 저조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내용의 편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접하는 화학 내용을 개편하여 개념 학습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이 대

학교수들의 인식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Ⅱ과목에 대한 교육기회가 학생들한테 많이 있었으

면 좋겠어요. 부담이 된다하면 할 수 없겠지만 introductory part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안 들어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 보

고’와 ‘안 들어 보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수 H의 심층면

담)

화학Ⅰ, 화학Ⅱ에서 해결해주기 어렵다면 통합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라

도 적어도 개념 정도는 들어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화학Ⅰ을

조금 얕게 공부하더라도 전체를 한 번 싹 훑고, 화학Ⅱ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중략)... 용어는 ‘들어 봤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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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용들은 ‘아! 단원은 들어봤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

학교수 J의 심층면담)

나. 연계성을 고려한 내용의 구성

대학교수 B와 대학교수 I는 통합과학,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 등의

과목 사이에서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의 범위 및 구성 등에 대해 직

접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화학Ⅰ은 소양 교육의 측면을, 화학

Ⅱ는 심화 교육의 측면을 담당하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들을 더 구체적이며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시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홍미영의 연구(2006)에서는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고

려한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화학Ⅱ 내용의 일부를 화학Ⅰ으로

이동하여 화학Ⅱ의 학습량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교사들은 화학Ⅱ의 모든 단원 내용을 전반

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삭제보다는 화학Ⅰ으로 일부분을 이동

하는 것이 화학Ⅰ, 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교수들의 면담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정에 있던 내용이 올라오고, 고등학교 화학Ⅰ과목

에 있던 내용이 내려가고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알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대학교수 B

의 심층면담)

일반화학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Ⅱ 사이에 조금 차별성을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학Ⅱ에서 범위는 넓게 배우되 대

학에서, 대학교육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화학에

서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야 학생들에게 조금

더 흥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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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은 일반화학 교재가 수십 년간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에 비

해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 일반화학과 고등학교 화학 내용의 연계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이는 대학교 일반화학의 경우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내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이보경, 2018), 고등학교 화학

교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경우 5～10년마다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의 경우 개정판이라 할지

라도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학 일반화학 교재에는 기존에 있는 화학의 여러 가지 최근 과학

의 발전방향들, 축적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내용

이 40년 전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

런 쪽에 비해서 교과과정이 상당히 안정돼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결과들이 많이 섞여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A

의 심층면담)

화학과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우리과’가 주는 커리큘럼은 미

국에서 30～40년 전에 고정되어 있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요. 그

러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바뀌죠. (대학교수 G의 심층면담)

저는 연계성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

다. 과거에는 연계성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연계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단일화 돼 있지 않고, 굉장히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학교 교육과정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대학교수 I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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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

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는 대학교 일반화학의 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이는 대학교 일반화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넓은 스펙트럼을

감당해줘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대

학교수 I의 심층면담)

다. 이론과 연계된 실험 활동

대학교수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 등 실험이

강화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실험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 중 대학교수 F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험을 답습한 사례를 들었

다. 이는 의도적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의 괴리(乖離)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교육에서 탐구실험 활동이 단순히 실험과정을 따라하는 형

식이 되거나 흥미 위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손

연아 외, 2008).

통합교과과정과 실험과목을 많이 해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대학교수 A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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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험하

기 모형이 강조된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될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수 C의 심층면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인 과학탐구실험에서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에서 어떻게 이용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화학Ⅱ나 이런 분야에서 화학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아스피린의 합성’, ‘카페인의 추출’ 등과 같은 실

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답을 말한 학

생도 암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꼬리 질문을 더 해보면 대충 알고 있

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중략)...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

해 없이 실험을 하면 그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실험

내용이 수업 내용과 연계가 돼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과학탐구실험’ 운영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소연 외, 2018). 실험 실습의 목적은 단순한

암기나 흥미 유발이 아니라, 과학적 개념 습득 및 이론의 이해를 지향해

야 한다. 이를 살펴볼 때,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

육과정의 연계성이 실제 화학 실험 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면

서도, 여전히 화학 교과의 지식의 측면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적으로, 효과적인 화학 학습을 위해서 이론과 실습이 상호보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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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과 실생활 적용

대학교수들 중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서 접목하면서 과학적 소양을 함양

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내비친 대학

교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화학교육이 지식 중심 교육으로만 편중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대학교수들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손연아 외 연구(2014)에서는 과학적 개념들

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학습자들의 경험과 친근한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과학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

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즉,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반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대학교수들은 이러한 제안을 함

에 있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기반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화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때 화학에 흥미를 가지고 대학교

에 가서 좀 더 화학을 심화과정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흥미를 돋

우는 데는 유기화학도 조금 들어가면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학생들이 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화학을 하려면 유기화학이

가장 폭넓게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고등학교에서 화학에

조금 다뤄주면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수 C

의 심층면담)

화학Ⅰ과 화학Ⅱ에서 유기화학의 신소재 쪽,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본 물질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첨단기술,

신소재, 신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서 발전이 돼 가고 있는가, 나중

에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 이런 첨단 소재를 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학, 유기화학 등이 꼭 필요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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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아님 ‘산-염기 반응은 뭐 이런 거다.’ 청소할 때 소다 뿌려놓고 식초를

부어서 청소한다고 ‘청소의 달인’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원리

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화학Ⅰ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중화반응이다 이 정도로만 다룬다

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보다 확실히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

음으로써 오는 문제점들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대학교수 J의 심층

면담)

정리하면,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수들은 화

학 교과에서 충실한 기초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연계성을 고려한 학

습내용의 범위나 구성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실

험 및 실습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론과 연계된 실험

활동의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과 실생활 적용 또

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들 가운데 공통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

웠지만, 근본적인 화학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전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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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생의 인식

4.2.1.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의 실제

가.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의 기준 및 입시제도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 및 수능 과학탐구영역

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공통적으로 ‘점수’였

다. 이러한 원인은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각 과목에 대한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능 선택과목으로 난이도가 높은 화학Ⅱ보다는 생명과학Ⅰ 혹은 지구과

학Ⅰ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생들

이 전공을 고려하여 교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선택과목을 신청하여 공부

하였더라도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능의 유리한 성적을 받기 위한 교과

로 선택과목을 변경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이명준, 심

재호, 2016).

3학년 때 Ⅱ과목을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2년 공부한 Ⅰ과목보다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점수도 그렇게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물리Ⅰ, 화학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F의 심층면담)

저는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물리Ⅱ를 빼고 다 들었어요. 수능에서는 화

학Ⅰ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지구과학Ⅰ과 생명과학Ⅰ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수능에서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라서 화학

Ⅰ보다는 지구과학Ⅰ과 생명과학Ⅰ을 선택했어요. (대학생 G의 심층면

담)



- 83 -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과학탐구영역 4가지를 다 했고, 3학년 때는 화학

Ⅱ와 생명과학Ⅱ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는 화학Ⅰ과 생명과학

Ⅱ를 선택했습니다. 화학 쪽으로 가고 싶어서 화학Ⅱ를 선택할까 생각

도 했는데 아무래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화학Ⅱ가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생명과학Ⅱ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H의 심층면담)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

기 위해 설문 조사 자료를 살펴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동일

한 학과 학생 전체 77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업에서 과학과 선택과

목 및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표 19>와 같다.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에서는 71명의

학생이 화학Ⅰ을, 54명의 학생이 화학Ⅱ를 선택하여 ‘Ⅱ과목을 선택한 학

생의 수와 Ⅰ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수’를 비교해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에서는 62명의 학생이 화학

Ⅰ을 선택한 반면 화학Ⅱ를 선택한 학생은 14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업에서는 화학Ⅰ에 비해 화학Ⅱ를 선택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지만, 수능에서는 화학Ⅰ에 비해 화학Ⅱ를 선택하는 비율이

30% 이하로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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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표 20>6)과 같이 지난 5년간의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

택과목에서 생명과학Ⅰ 및 지구과학Ⅰ이 높은 선택률을 보인 것과도 일

치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흥미 있는 과목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은 근본적

으로 문제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2015-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별 지원자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물리Ⅰ 55,415(22.5) 53,897(21.9) 60,155(23.1) 62,253(23.6) 63,328(24.1)

화학Ⅰ 142,203(57.9) 130,061(52.8) 126,203(48.5) 106,789(40.4) 94,037(35.8)

생명과학Ⅰ 149,114(60.7) 152,356(61.8) 156,733(60.3) 161,600(61.2) 163,611(62.2)

지구과학Ⅰ 90,810(37.0) 111,023(45.0) 142,012(54.6) 167,646(63.5) 177,840(67.7)

물리Ⅱ 4,631(1.9) 4,110(1.7) 3,528(1.4) 3,519(1.3) 3,605(1.4)

화학Ⅱ 6,139(2.5) 4,555(1.8) 4,253(1.6) 4,026(1.5) 3,789(1.4)

생명과학Ⅱ 33,221(13.5) 25,492(10.3) 15,891(6.1) 10,676(4.0) 9,968(3.8)

지구과학Ⅱ 9,743(4.0) 11,309(4.6) 10,913(4.2) 11,465(4.3) 9,105(3.5)

<표 20>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지원자 현황 명(%)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물리 Ⅰ 55 13

화학 Ⅰ 71 62

생명과학 Ⅰ 64 36

지구과학 Ⅰ 41 10

물리 Ⅱ 14 1

화학 Ⅱ 54 14

생명과학 Ⅱ 40 18

지구과학 Ⅱ 6 0

<표 19> 고등학교 과학과 선택과목 및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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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박현주와 임희준(2017)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화학Ⅰ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는 ‘기초학문’

이기 때문이며, 화학Ⅱ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대학 전공 관련’으로 나타

났다. 학생들도 화학Ⅰ, 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능

에서 화학 과목 선택 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학습의 주체

자인 학생들이 중요한 결정 인자인 것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과학 선택

과목으로서 화학Ⅰ, Ⅱ의 성격과 방향,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 A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라는 말을 통하여 입시제도

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일부 대학교의 경우 Ⅱ과목을 필수적으

로 선택하게 하거나, Ⅰ과목과 Ⅱ과목을 하나씩 선택하게 하는 등 선택

과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고

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제도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우 역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의 입시제도 때문에 선

택과목의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능을 볼 때 물리Ⅰ, 화학Ⅱ를 선택했는데요. 서로 다른 과목 Ⅰ, Ⅱ

를 선택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

을 했습니다. (대학생 A의 심층면담)

나. 고등학교 과학과 운영 구조의 문제

대학생 B와 F는 ‘학교가 너무 작아서’ 혹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과

목만 개설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했다

고 언급하였다. 이는 과학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과학 선택과목을 정할 때 교사

수급 및 시수 균등 배부 등에 의해 선택 제한을 겪는 경우와 유사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면담 내용은 소수 희망 선택 과목의 경우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해 낮은 관심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내신 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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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이익 등 입시에서의 유·불리로 인하여 선택과목 편중화 등의 문제

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홍미영, 2010). 학생

들의 과학과 교과목 선택의 자율성 보장과 적성 및 전공을 위한 적절한

기회 제공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이명준, 심재

호, 2016). 하지만 면담 내용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반영되

지 못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학

Ⅱ 과목이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경, 배성우, 박종석, 2017). 절대적인

학생 수가 적거나 특정 과목에 대한 희망자가 적을 경우 소수의 학생들

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단지 선호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 때

문에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인근 학교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희망자가 적은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업을 편성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화학Ⅱ를 선택하고 싶긴 했는데 화학Ⅰ, 화학Ⅱ를 선택하기에는 학교

가 너무 작아서 화학Ⅰ과 생명과학Ⅰ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 B의

심층면담)

고등학교 2학년 때 Ⅰ과목은 필수였기 때문에 다 들었고요. Ⅱ과목 같

은 경우에 저는 물리Ⅱ를 원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만 개설을 해주었기 때문에 화학Ⅱ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F의 심층면담)

다. 대학교 일반화학 강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

화학Ⅱ를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대학생

F와 H는 공통적으로 일반화학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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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화학Ⅱ를 제대로 학습하

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학 내용을 어려워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학Ⅰ의 교과 내용은 직접적인 개념 설명보다 일상생

활에서 접하기 쉬운 예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화학Ⅱ의 교과

내용은 보다 직접적인 개념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화학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된다. 이는 대학교

일반화학을 수월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화학Ⅱ를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송민아,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고등학교 때는 화학Ⅱ를 많이 안 배워요. Ⅱ과목을 안 한 제가 대학

교에 와서 일반화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것은 Ⅱ과목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간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Ⅰ과 고 1의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

은 확실히 이해하기도 편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Ⅱ과목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교수님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기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대학생 F의 심층면담)

제가 화학Ⅱ를 완전히 깊게 공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수능에

서 화학Ⅱ를 선택한 친구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도 아니기 때

문에 일반화학에서 좀 더 깊게 배우고 정량적인 부분, 계산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화학Ⅰ도 연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화학 같

은 경우는 화학Ⅱ와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화학Ⅱ를 수강하는 것

이 일반화학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 H의 심층면담)

연구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은 수능에서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대학생들이 일반화학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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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개인적인 의지로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으

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화학Ⅱ를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다.

4.2.2.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일반화학 강의에 미치는 영향

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접근하는 화학 교과의 범위 차이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과학적 개

념의 올바른 이해와 습득을 통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올바른 과학적 개념의 형성은

대학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교육부, 2015).

대학생들은 일반화학을 수강하면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등

학교에서는 현상을 가르치는 단계로 인지하고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더

욱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을 통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배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

Gagne의 학습 위계 등에서 언급된 학습이 점층적으로 쉬운 내용에서 어

려운 내용으로, 좁은 범위에서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은 반

복적으로 제시된다는 이론적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생들은 화학의 연계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일반화학 강의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이

연계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이미 배운 내용

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식은 이렇다’고

배웠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분자들이 작용

하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진다’ 또는 ‘이런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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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풀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에

서는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배웠지만 대학교에

서는 그 개념에서 한 층 더 나아가서 ‘이런 개념은 이런 원리로 만

들어진다’,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러하다’고 더 심층적

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A의 심층면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이유는 잘 안 알려주는데 그

현상을 알려줘요. 그러면 대학에 올라가면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다

른 이론과 접목시켜서 알려줘요. (대학생 B의 심층면담)

나.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의 간극:　‘텅 빈’ 반쪽짜리 강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의도된 교육과정

의 연계가 잘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교 일반화학은 화학Ⅰ

과 화학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고등학교 화학

Ⅰ, Ⅱ를 모두 이수하였다면 대학교 일반화학을 학습하는데 수월할 것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은 대

학교 진학 후 교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공부하는 거 토대로는 화학Ⅰ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심화되는 것 빼면, 비슷해서 거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화학Ⅱ는 단원의 주제는 일반화

학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화되면서. (대학생 C의 심층면담)

상당부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한 두 가지

개념만 새롭게 추가되는 정도라서. 심화되는 개념하고. (대학생 D의 심

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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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연계성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환경에

서 대학교 때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습득하게 하는 것

은 옳지 않으며, 고등학교 때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화학Ⅱ 과목과 일반화학이 비교적 연계가 강한 편인데 이로 인해 학습

수행에 있어 화학Ⅱ 수강여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대학교 과정의 수월한 학문수행을 위해서 연계성이 필요하다 생각

한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올라와서 방대한 양의 심화

된 내용을 공부하는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내용간의 연계가 더 된

다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와 연계성이 떨어졌다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 연계없이 혹은 연계성이 낮으면서 전문성만

높다면 흥미가 떨어져 화학을 지루해하거나 어려워만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한편으로, 대학생 H는 제한된 화학 학습의 범위로 인해 누락된 지식이

발생함으로써 오개념이 발생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와 대

학교의 화학 개념 학습의 범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

한 예를 살펴보면 ‘산과 염기’의 정의를 고등학교 때는 아레니우스

(Arrhenius)의 산-염기, 브뢴스테드(Brønsted)-로우리(Lowry)의 산-염

기, 대학교 때는 루이스(Lewis)의 산-염기를 배우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물

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한다. 브뢴스테드-



- 91 -

로우리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을 산,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두 개념은 고등학

교에서 학습하는 반면,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산, 비공유 전자쌍

을 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내리는 루이스의 산-염기는 대학교에

서 배울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와 브뢴스테

드-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만 배움으로써 예기치 않은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습 범위를 제한한 결과 폭넓은 과학적 시각을 갖는데 어려

움이 생길 수 있다.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키워드를 화학Ⅰ이나 화학Ⅱ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은 내용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화학Ⅰ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같은 것이 잘

못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화학Ⅱ 같은 경우에

도 ‘열역학’ 부분이나 ‘엔트로피’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있

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대학생 H의 심층면담)

반면, 대학생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과는 달리 실행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은 많이 떨

어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입시제도와 수

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 19>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대학생들은 선택과목인 화학Ⅱ가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면을 가지

기 때문에 화학Ⅱ의 선택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로 인해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저하되었다고 보았다.

Ⅰ과목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Ⅰ과

목에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확 떨어져요. 기본적으

로 화학Ⅰ과 화학Ⅱ 자체에도 간극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학Ⅱ

를 안 한 상태에서 일반화학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중간에 ‘텅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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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강의로 인식하고 체감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F의 심층면담)

연계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기 말로 가면 수능도 다

가오고 그래서 많이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시간도

부족하고. 화학Ⅱ보다 화학Ⅰ을 선택한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화학

Ⅱ의 뒷부분은 놔두고 수능 위주로 화학Ⅰ의 문제풀이를 해 주신다

거나 ...(중략)...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 G의 심층면담)

대학생 F는 화학Ⅱ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

화학을 수강하는 것을 ‘텅 빈 반쪽짜리 강의’로 체감하는 학생이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화학Ⅱ를 배우고 강의를 듣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대부

분의 학생들은 화학Ⅰ만을 학습하고 강의를 들으니 고등학교 화학과 대

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림 4]

와 같이 대학생들은 일반화학 내용 중에 화학Ⅱ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염기 용액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전기화학 단원을 매우 어려

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화학의 수강 여부

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측면이

있다(문숙희, 이상좌, 2011; 이보경, 장수철, 2008).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고

등학교와 대학에서 접근하는 화학의 범위 차이로 인해 연계성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에서 고

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의 연계성은 높지만, 실행된 교육과정에

서 화학의 연계성은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이는 화학Ⅱ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며, 특히 수능에서 화학Ⅱ를 선택하면 성적에서 불리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현

상이 화학 교과의 연계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

화학을 학습할 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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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강의 후에 질문을 하거나 복습을 하여 결손을 보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4.2.3.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

일반화학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의 단원 중에

어려워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한 설문 내용의 결과는 [그림 4]와 같

다. 고등학교 화학Ⅰ에서는 산과 염기, 산화 환원, 화학의 언어 순으로,

화학Ⅱ에서는 평형의 이용, 평형의 원리, 반응 속도 순으로, 대학교 일반

화학에서는 착이온과 침전 평형, 산-염기 용액의 평형, 전기화학 순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선택

한 고등학교 화학Ⅰ의 ‘산과 염기’ 단원과 화학Ⅱ의 ‘평형의 이용’ 단원은

대학교 일반화학에서 ‘착이온과 침전 평형’, ‘산-염기 용액의 평형’ 단원

에 선행하는 개념이 대부분 포함된 단원이다. 즉, 화학은 단계적인 학습

을 해야 하는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하위개념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위개념들을 학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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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학생이 선택한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에서 어려운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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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화학에서 ‘산-염기 용액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전기화학’ 단원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하였으며, 이

러한 양상이 일어난 이유는 내용체계에 대해 연계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 산-염기 용액의 평형에 대한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

우선, [그림 5]는 일반화학의 ‘산-염기 용액의 평형’ 단원과 관련된 화

학Ⅰ의 ‘산과 염기’ 및 화학Ⅱ의 ‘평형의 이용’ 단원 개념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연계성 측면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직적 연계성은 학교급

또는 학년간 학습 내용을 계속성 및 계열성 측면으로 관련짓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고등학교 화학Ⅰ에서 ‘산과 염기의 성질’, ‘강산/약산, 강

염기/약염기’, ‘산-염기의 정의’, ‘중화 반응’을 학습하고, 화학Ⅱ에서 ‘산

의 이온화도 및 산의 이온화 상수’, ‘산-염기의 평형’, ‘공통 이온 효과’를

배운 후, 이러한 선행개념을 바탕으로 일반화학에서 ‘산-염기 용액의 평

형’ 단원을 습득하는 것이 수직적 연계성에 해당된다. 수평적 연계성은

동일 학년을 이루는 교과 조합의 내용을 통합성 측면으로 관련짓는 것이



- 96 -

다. 예를 들어, 화학Ⅰ의 ‘산과 염기’ 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을 학습할 때

‘산과 염기의 성질’을 배우고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하여 ‘여러 가지 산-염기의 정의’를 습득한 후, 앞서 언급

한 모든 개념이 적용되는 ‘중화 반응’을 학습하는 것이 수평적 연계성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화학에서 ‘산-염기의 용액의 평형’ 단원을 배우기 위

해 이전 단원의 선행 개념인 ‘평형의 개념 및 평형상수’, ‘화학 평형 및

동적 평형’, ‘평형의 이동’, ‘Lewis 구조’, ‘산-염기 중화’ 등에 대해 학습

을 하는 것이 해당된다.

[그림 6] 착이온과 침전 평형에 대한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

다음으로 [그림 6]은 일반화학의 ‘착이온과 침전 평형’ 단원을 중심으

로 화학Ⅰ과 화학Ⅱ의 관련 단원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다. 수직적 연계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학에서 ‘착이온과 침전

평형’ 단원의 경우, 화학Ⅰ에서 ‘주기율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화

학 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을 학습하고, 화학Ⅱ에서 ‘화학 평형’, ‘평형

상수’, ‘동적 평형’, ‘평형 이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선행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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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한편으로, 수평적 연계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학의 ‘착이온과

침전 평형’ 단원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전 단원의 선행 개념인 ‘원소의 주

기적 분류’, ‘Lewis 구조’, ‘화학 결합’, ‘화학 평형’, ‘원자의 구조 및 전자

배치’,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의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해당 단원의 학습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과 더불어 이전 단원에서

배운 개념의 이해 및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

다. 하지만 화학Ⅱ의 경우 제한된 시수 및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로 편성

되는 이유 때문에 관련성이 높은 개념 다수를 단시간 내에 학습해야 하

므로 학생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수평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단원들을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대학에서도 제한된 시수에 모든 단원을 학습하므로 화학Ⅰ, Ⅱ

를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내용 간극이 상당히

커서 학생들이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Ⅰ, 화학Ⅱ, 일반화학의 어려워하는 단원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화학의 개념이 대학교 일반화학의 개념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어서 선행개념의 누락이 있을 때 학습에 곤란함을 체감하고

있었다. 화학Ⅰ의 ‘산과 염기, 산화·환원’의 개념과 화학Ⅱ의 ‘평형의 원

리, 평형의 이용’의 개념은 일반화학의 ‘착이온과 침전 평형’, ‘산-염기 용

액의 평형’, ‘전기화학’에 나오는 개념들의 선행개념이므로, 고등학교 과

정 중에 단계적이며 충실한 화학 개념학습은 대학교의 효과적인 학업 수

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화학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고

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박종윤, 이윤희 2008; 양혜란, 이상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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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기초개념의 충실한 학습

대학생들은 화학을 학습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였지만, 대학에서는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하여 괴리감을 느꼈다고 언급

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에 수능 문항들은 높은 수학적 사고력을 요

구하고 성취기준에 비해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

념이해보다는 문항풀이에 중심을 두고 학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현경,

배성우, 박종석, 2017). 대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을 때 고

등학교 과정 중에 시험 위주의 학습보다는 심층적인 개념학습이 필수적

이라고 언급하였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문제풀이가 많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다 받고 문제풀이 했었을 때, 이 개

념을 내가 잘 습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괴리감을 느꼈고, 대학교에 와서는 좀 더 개념적으로 많이 배

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A의 심층면담)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수업 듣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일일이 봐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서 모르면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익히고 와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화학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대

학생 C의 심층면담)

너무 수능위주보다는 화학Ⅱ의 과목을 다 끝내주신 다든지 교육과정으

로는 적혀있지만 현실적으로 2학기가 되면 수능이 다가오니까 학생들

이 못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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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쌓고 일반화학을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위주보다는 개

념에 대한 내용과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 G의 심층면담)

빠른 계산 위주의 수능 문제를 줄이고, 더 심화와 응용이 필요한 문제

를 출제할 필요가 있음. 현 교육과정 및 수능은 얼마나 빠르게 식을

세우고 푸느냐로 점수가 결정되어 기본 화학 공부의 개념과 본질을

잃었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고등학교에서도 좀 더 심화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를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만을 심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설문 조사 내용)

나. 화학Ⅰ과 화학Ⅱ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화학Ⅰ과 화학Ⅱ가 별개의 선택과목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과목을 나눠놓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다. 즉, 교

육과정과 학교체제상 내용을 분류하여 고등학교 화학Ⅰ, Ⅱ로 분리한 것

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일반화학을 수강할 때, 고등학교 과

정 중에 화학Ⅱ를 배제하고 화학Ⅰ만 이수하면 일반화학 강의를 따라가

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꼈고, 결과적으로 화학 교과의 연계성은 필수적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계적인 학습이 중요한 화학 교과의 특성상 고

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및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화학Ⅰ, 화학Ⅱ를 합해 가지고, 수능을 볼 때도 4 과목 중에 하

나만 보게 하거나 아니면 예전 수능처럼 Ⅰ, Ⅱ과목을 하나는 다 봐

야 되고 나머지는 Ⅰ과목만 따로 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생 B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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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Ⅰ, 화학Ⅱ를 저희가 배웠었던 것을 좀 더 일반화학에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D의 심층면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화학Ⅰ의 내용을 좀 더 늘리고, 화학Ⅱ를 줄이는

것 같은데 화학Ⅱ에서 좀 더 일반화학과 연계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두

고...(중략)... 일반화학을 할 때도 화학Ⅱ를 배우고 왔지만 어려워하

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학생 H의 심층면담)

같은 맥락으로 화학Ⅰ만 학습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화학Ⅰ에서의 내용이 화학Ⅱ의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 만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언급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고등

학교 화학 개념들을 대학교의 일반화학의 선행개념으로 인식하여 고등학

교 교실현장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했다.

Ⅱ과목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중략)... Ⅱ과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 부분은 화학Ⅱ에

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

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미리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담아준다면 학생

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 F의 심층면

담)

기존(2009 개정) 화학 교육과정은 Ⅱ과목에 대한 연계 내용이 많이 몰

려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Ⅱ과목은 이전에 배웠던 과학, 화학Ⅰ

과목과 연계성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화 내용이 많은 만

큼 화학Ⅱ 내용을 화학Ⅰ에서 조금씩 언급해주는 방향으로라도 넣

어준다면 전공하실 분들이 Ⅱ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설문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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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의 효율적인 활용

대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탐구실험’을 도입한 것과 같

이 실험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학은

실험을 기본으로 발전한 학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

학교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볼 때 실험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겼으며, 손으로 직접 해보는(Hands-on) 실험은 화학 학습효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탐구실험’ 운영에서

나타난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신소연 외, 2018)에서 단순히 순서를 따

라하는 실험에서 얻는 흥미 위주의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화학 이론에 초

점을 두어 과학적 개념형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화학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대학생 E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실험과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박현주와 임희준의 연구(2017) 결과와 상

응하는 것으로, 화학 교과의 수업형태가 주로 강의식 수업이지만 학생들

은 실험실습 및 실생활 연계 또는 과학자 이야기 활용의 수업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 및 자료 개발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험과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탁

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대학

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실험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

어요. (대학생 E의 심층면담)

실험과목을 한 번도 안 해보았고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험을 조금 중시했으면 한다. (대학생의 설문 조사 내용)



- 102 -

실험이란 것을 각 학교마다 했다고 말만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학교마다 있는 실험실을 실제로 이용하여 실험을 했으면

한다. (대학생의 설문 조사 내용)

대학생들은 화학에서 실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로 실험에 대한 적은 경험을 내비치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험하기”

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

는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현경, 나지연,

2018; 김현경, 정은영, 2018; 윤지현, 강성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과학탐구실험’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교사들은 탐구 중심의 다양한

실험 학습을 하는 것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반면, 교사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과학 실험 실무사의 부재 시 교사들

의 업무 가중, 전공이 아닌 교과 실험에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 과학탐구

실험 교과의 형식적인 운영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우수한 과학

실험 실무사의 배치, 과학 교사의 실험 수업 지도 역량 강화, 과학탐구실

험에 대한 안내서의 제공, 실험 수업용 키트를 포함한 다양한 탐구 학습

관련 자료 보급 등을 언급하면서, 수업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과학탐구실험의 경우 통합과학과

묶어서 연계 운영한다는 다수의 설문결과로 볼 때, 과학탐구실험의 원래

취지와 달리 탐구 및 실험 대신 통합과학 내용 학습을 하는데 과학탐구

실험 시간을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들에게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

다. 더불어, 과학탐구실험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가

대학 입시에 실제 반영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학생들의 실험 수행 참여 정도가 누

가 기록된다면 좀 더 과학탐구실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학생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던 고등학교와 개

념 중심의 학습을 하는 대학교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과정 중에 심층적인 개념학습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그러



- 103 -

므로 화학 교과의 높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및 입시제

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실험 수업의 강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화

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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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석과 논의

4.3.1.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인식에 대한 차이

앞서 논의한 설문과 면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중에, 일반화학 강

의에서 대학교수와 대학생이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단

원과 그 이유에 대해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화학

은 ‘원자, 분자, 이온’, ‘화학에서의 질량관계’, ‘수용액에서의 반응’, ‘수용

액에서의 반응’, ‘기체’, ‘전자구조와 주기율표’, ‘공유 결합’, ‘열화학’, ‘액체

와 고체’, ‘산과 염기’, ‘산-염기 용액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용

액’, ‘반응속도’, ‘기체의 화학 평형’, ‘반응의 자발성’, ‘전기화학’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설문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림 7] 일반화학에서 어려운 단원에 대한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인식 차이

분석한 결과, 강의에서 교수자인 대학교수들과 학습자인 대학생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교수자인 대학교수의 관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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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학 강의 중에 대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을 고르면 ‘전기화

학’, ‘반응의 자발성’,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

습자인 대학생들은 일반화학의 단원 중에 ‘착이온과 침전 평형’, ‘산-염기

용액의 평형’, ‘전기화학’ 순으로 어렵게 인식하였다. 일반화학에서 어려

워하는 단원 중 ‘전기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교수와 대학생은 강의시간 중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을

하며 지식을 공유할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인

식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 대학교수 관점에서 어려워하는 단원

대학교수들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은 다음과 같이 면

담 내용을 고려할 때, ‘반응의 자발성’과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라고 파

악되었다.

수능의 화학문제라던가 아니면 화학 수업에서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는 복잡한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개념

을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수식을 세우고 풀어나가느냐?’ 그런 간

단하고 단지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습득

보다는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는 개념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개념 속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

고, 계산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산을 좀 더

편안하게, 개념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A의

심층면담)

특히, 화학Ⅰ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같은 것이 잘못된 개념으로 접

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화학Ⅱ 같은 경우에도 ‘열역학’ 부분이

나 ‘엔트로피’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그

러셨거든요. (대학생 H의 심층면담)



- 106 -

강의를 할 때, 양자론 쪽으로 하는데 오비탈 개념을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오비탈을 가상의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수학적인 함수라

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거의 없어요. 대학생들은 양자수 부분을 따라

오기가 버거운 것 같은데, 원자 구조(atomic structure)를 배우기

전까지 화학처럼 느끼다가 원자구조를 배우면 화학이 아니라 물리

로 느껴지니까 원자구조부터 많이 어려워해요. 그 전까지는 산술적인

내용으로 버틸 수 있는데 원자구조부터는 개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

이 들어가거든요. (대학교수 B의 심층면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촉매 반응, 엔탈피, 엔트로피 등에 대해 이해

하는 것이 피상적입니다. 계산위주의 수능 문제만 열심히 하다가 대

학에 들어와 보니까 물리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수식도 나타나고 ‘표면

화학’이라든지 조금 더 미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학생들이 엔탈피나 엔트로피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자유에너지는 더 피상적일 것이고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

니다. (대학교수 I의 심층면담)

이러한 인식 차이의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화학 개념을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하고, 문제풀이 위주의 훈련

에 적응해 있었다는 점이다. 다수의 학생들은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연

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기환, 이선경, 강경희, 2007). 이

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 해당 화학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대학교수들은 화

학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므로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문

제풀이에 편중된 학생들의 입장을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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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 관점에서 어려워하는 단원

대학생들은 ‘착이온과 침전 평형’, ‘산-염기 용액의 평형’ 단원에 대해

서 어려워하나, 대학교수들은 해당 단원을 어려운 단원으로 분류하지 않

은 결과에서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실히 제가 화학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지 일반화학

강의의 1학기 때는 정말 쉬웠어요. ‘아! 이 정도로 하면 따라갈 수 있겠

다.’ 이랬는데 2학기 되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잖아요. 정말 어렵고

강의시간에 다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늘과 땅 차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화학을 아예 안 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대학생 B의 심층면

담)

‘화학Ⅱ’를 안 들으면 따라가기 어려워요. 일반화학 강의시간에 배우는

개념은 다 새로운 개념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무슨 용어인지 뜻을 잘 모르겠어요. 화학Ⅰ, 화학Ⅱ를

모두 들으면 ‘일반화학’ 따라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

생 D의 심층면담)

학생들이 그전에 배우지 않았던 ‘리간드’나 ‘배위 결합’의 개념에 친

숙하지 않고, ‘상자기성’, ‘반자기성’의 개념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이해

를 할 수 있으므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고등학교 화학Ⅰ, 화학Ⅱ에서 배우지 않은

착이온과 관련된 개념을 일반화학에서 처음 배우는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고등학교 화학Ⅱ에서 배우지 않고, 대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전기음

성도’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념으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고기환, 이선경, 강경희, 2007). 새로운 개념의 학습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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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온과 침전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 평형, 침전 평형, 용해

도, 용해도곱상수 등에 대한 각각의 개념 이해 및 이들 간의 상호 연관

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 고등학교에

서 화학Ⅱ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라면 평형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착이온과 침전 평형’ 단원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

울 것이다.

‘산-염기 용액의 평형’의 경우 화학Ⅰ, 화학Ⅱ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

하므로 새로운 개념의 학습과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학생들은 어려운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화학에서는

‘산-염기 용액의 평형’ 단원에서 새롭게 산-염기의 적정, 완충 용액, 다

양자성 산과 염기 등의 개념에 대해서 더 학습해야 한다. 그 내용의 경

우 화학Ⅰ, 화학Ⅱ에서 다룬 ‘산-염기’ 개념에 비해 계산과정 자체가 좀

더 복잡하며, 그 계산과정에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해당 단원을 어려운 단원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에 비해 대학교수들은 ‘산-염기’와 ‘화학 평형’이라는 큰 화학

개념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해당 계산과정은 어렵지 않다고 평가를 하였

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단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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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교수와 대학생 모두가 어려워하는 단원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전기화학’을 모두 어려운 단원으로 선택하였

다. 우선,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화학’ 단원의 경우 학습해야 하는

추상적 개념들이 많아서 대학생들이 개념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이전 단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화학’은

다른 단원보다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요구하는 개념 또한 많으므로 이

전 화학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전기화학’ 단원 학습은 어

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수자인 대학교수의 관점에서는 제한된 시수 내에

해당 단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선행 개념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산화·환원 전위’를 따지고 ‘표준 전위값’만 구

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후에는 ‘네른스트식’ 같은 명칭도 대학교에

와서 알았고, ‘자발성’ 같은 경우에도 배웠던 기본적인 식만 가지고 모

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대학교

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 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F의 심층면담)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학습해야 되는 것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대학교수 D의 심층면담)

전기화학을 잘 하려면 개념 자체가 열역학에서 출발하는데 열역학

의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G(Gibbs 자유 에너지)라든지 ΔG〫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량, 1 atm, 1 M) 등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

념이고 그런 개념들이 혼동되어 있으면 전기화학은 진도를 나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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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기화학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으

로 푸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상황을 주

면 그것을 보고 전기화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관계나 시각들이 전

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대학교수 G의 심층면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원의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할

때 적정 학년에 따른 학생들의 개념 형성 과정을 먼저 고려하고, 이후에

적절한 과학 개념 도입과 이에 기반한 과학 현상 및 탐구 활동을 제시하

는 기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조부경 외, 2002). 또한, 교수자는 학

생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학적 개념은 뚜렷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개념을 과학

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적정 학년에서 학생들의 개념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과학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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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학교급간 화학과 교육과정의 모식도 및 모델링 구축

앞서 <표 11>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Ⅰ, Ⅱ 및 2015 개정 교

육과정 화학Ⅰ, Ⅱ와 일반화학의 내용요소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일반화학의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다음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은 모

식도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8]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일반화학 내용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는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일반화학 내용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0]은 일반화학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모식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 8]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에서 ‘원자, 분자’, ‘주기율표’,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며, 그

내용은 화학Ⅰ에서 연계되어 해당 내용을 다시 학습하게 된다. 화학Ⅰ에

서만 배우는 내용요소는 ‘원자의 구조’, ‘이온’,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유기화학 및 고분자’이다. 화학Ⅰ과 화학Ⅱ 사이에는 ‘산과 염기’, ‘산화

환원’이 연계되어 있고, 그 외에 화학Ⅱ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용액’,

‘반응속도론’, ‘화학 평형’,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 ‘전기

화학’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 및 화학Ⅰ, Ⅱ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화학

에서만 배우는 중단원은 ‘배위 화합물’과 ‘핵화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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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일반화학 내용의 관계.

위 그림은 일반화학의 중단원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학, 화학Ⅰ, 화학Ⅱ에

해당 단원들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현된 그림은 단원 내용의 간

략화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제시한 것이므로 모든 단원의 내용요소를 표현하기

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의 심화정도나 범위 등은 학년간 및 학교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전기화학’의 경우 화학Ⅱ에서는 ‘화학

전지와 연료 전지’, ‘전기 분해’, ‘전지 전위’를 학습하며,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내

용을 심화하여 배울 뿐만 아니라 ‘네른스트 식’을 추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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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과 일반화학 내용의 관계.

통합과학의 화학영역에서 ‘산과 염기’, ‘산화 환원’, ‘화학 결합’ 단원만을 배우

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제시한 것은 그림에서 내용의 포함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산과 염기’는 ‘통합과학, 화학Ⅰ, 화학Ⅱ’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원으로 표시하였지만 내용의 수준과 심화된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겹쳐져 있

는 중단원으로 제시되었으나 학년급이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개념의 수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산과 염기’ 단원과 관련하여 통합과학에서는 ‘산과 염기의

구분’, ‘중화 반응의 정의 및 확인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심화하여 화학Ⅰ에서

‘산과 염기의 성질’, ‘산 염기의 정의’,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중화 적정’을 학

습하고, 화학Ⅱ에서 ‘산의 이온화도 및 산의 이온화 상수’, ‘산-염기의 평형’, ‘공

통 이온 효과’를 배운다. 일반화학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요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습하고, 추가적으로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 ‘Henderson-Hasselbalch

식’, ‘이양자성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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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9]에서 표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통합과학에

서는 ‘주기율표’, ‘산과 염기’, ‘산화 환원’, ‘화학 결합’에 대해서 학습한다.

화학Ⅰ에서만 배우는 내용요소는 ‘원자, 분자, 이온’,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원자의 구조’이다. 화학Ⅰ과 화학Ⅱ 사이에는 통합과학 및 화학Ⅰ

에서 배운 ‘산과 염기’, ‘산화 환원’, ‘화학 결합’ 단원과 ‘용액’, ‘화학 평형’

의 단원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화학Ⅱ에서만

배우는 내용은 ‘고체, 액체, 기체’, ‘반응속도론’, ‘열화학’, ‘전기화학’이다.

통합과학 및 화학Ⅰ, Ⅱ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화학에서만 배우는 중단

원은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 ‘유기화학 및 고분자’, ‘배위 화합물’,

‘핵화학’이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본 2개의 모식도를 분석

및 정리함으로써, 여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요소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부터 화학Ⅰ 및 화학Ⅱ까지 학습할 경

우 일반화학 강의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 참여자들

의 인식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배위

화합물’의 경우 두 개의 교육과정에서 모두 다루어지지 않고, 일반화학

강의에서 처음 학습하는 내용요소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

원으로 ‘착이온과 침전 평형’을 선택한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상당히 다른

내용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근간에는 고등학생의 학습량에 대

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기화학 및 고분

자’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것에서 먼저 이를 유추

할 수 있다. 더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화학Ⅱ에서만 다루는 내

용요소가 8개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개로 줄어들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학Ⅱ에서만 다루었던

‘화학 평형’ 및 ‘용액’ 단원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학Ⅰ과 화학Ⅱ

의 공통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많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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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화학Ⅱ를 선택과목으로 고르지 않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

러 내용요소를 화학Ⅰ에서 먼저 다루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연계된 내용요소의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Tyler가 언급하였던 교육과정의 ‘계속성’ 측면이 유지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연계된 내용요소는 ‘원자, 분

자’, ‘화학 결합’, ‘주기율표’, ‘산과 염기’, ‘산화 환원’ 이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주기율표’, ‘산과 염기’, ‘산화 환원’, ‘화학 결합’, ‘용액’,

‘화학 평형’ 이었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화학 교재 5권에 서술

된 일반화학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간의 관련성을 다음 [그림 10]

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0] 일반화학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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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 교재 5권의 서술 방식과 내용요소 학습 순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원자에 해당하는 미시세계부터 시작

하여 점차 거시세계의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상대

적으로 간단한 내용요소에서 시작하여 여러 내용요소에 대한 복합적 이

해를 요구하는 내용요소를 나중에 학습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러한 결과

에서 일반화학 교재들은 Tyler의 ‘계열성’과 Gagne의 ‘위계적 학습이론’

과 부합하였다.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요소와 관련성이 큰 내용요소는 위

의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학 결합’, ‘반응속도론’, ‘화학 평형’,

‘열역학’ 이었다. 여기서 ‘열역학’은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

지’를 포함하는 단원이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전기화학’, ‘핵화학’

은 여러 내용요소들을 충분히 선행학습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

당하며, 최종적으로 배우는 내용요소들로 적합하다. ‘유기화학 및 고분자’

는 다른 내용요소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리되어 있는 내용요

소로 볼 수 있다.

Tyler가 언급하였던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내용요소를 다른 학교급간에서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배치하여 반복

적으로 내용이 조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 개정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둘 다 ‘산과 염기’ 및 ‘산화 환원’을 연계

부분으로 설정하였는데, ‘화학 평형’에 대한 충분한 선행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화학과 화학Ⅰ, Ⅱ를 비교하였을 때 학습순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

는 단원은 ‘반응속도론’과 ‘열역학’이었다. 일반화학 교재 5권에서는 모두

‘반응속도론’을 먼저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바로 다음 내용요소로 ‘화학

평형’을 서술하였다. 이에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반응속도론’을 화학Ⅱ에만 편성하여 ‘반응속도론’이 ‘화학 평형’

과 관련도가 떨어지는 내용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열역학’의 경우 교

재마다 학습순서가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화학 결합’ 이후에 학습하거

나 ‘화학 평형’ 이후에 학습하는 양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열역학’

에서는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 등 다른 내용요소와 많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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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는 여러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교재에 따라 ‘열역학’을 2개 이상의

세부요소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교재에 따라

학습 순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깁스

자유 에너지’를 학습한 이후에는 다음 내용요소로 ‘전기화학’을 배치하여,

해당 두 내용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추후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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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Ⅰ(심화형 모델).

모델Ⅰ은 화학과 교육과정의 심화형 모델로써, 화학 관련 전공을 선택할 학생

들에게 적합하다.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화학에

서 배우는 내용요소의 대부분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번씩 들어보고 올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열역학’ 과 관련된 3개의 내용요소인 ‘열화학’, ‘엔트로피’, ‘깁

스 자유 에너지’를 모두 화학Ⅱ에서 학습하도록 고안하였다. 그 중 ‘열화학’의

경우 엔탈피와 열역학 제1법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학Ⅱ에서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는 모두 표준 상태에서의 개념 및 수식만을 언급

하고, 표준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반화학에서 학습하도록 설계

하였다. ‘전기화학’의 경우 ‘화학 전지와 연료 전지’, ‘전지 전위’를 화학Ⅱ에서

학습하도록 설계하였고, 일반화학에서는 이에 더하여 ‘네른스트 식’과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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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11]의 모델Ⅰ(이하 심화형 모델)에서는 통합과학에서 ‘원

자, 분자, 이온’,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원자의 구조’ 및 ‘주기율표’ 등

의 내용요소를 도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과학’은 문·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학습하는

과목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모델은 이공계 대학

및 화학 관련 전공을 선택할 학생들의 인식 및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정

으로 설계되어 통합과학에 포함된 내용요소들도 그러한 의도에서 구성되

었다. Tyler의 ‘통합성’에 따라 다른 교과과정인 물리과 교육과정과의 연

계를 통해 미시세계와 관련한 내용을 통합과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이것과 유사한 시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이미 실행되었던 적이 있다. 통합과학과 화학Ⅰ 사이의 연계는 핵

심 내용요소인 ‘화학 결합’을 배치하고, 화학Ⅰ에서는 ‘반응속도론’ 및 ‘화

학 평형’과 관련한 내용요소를 학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선택과목

에서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반응속도론’과 ‘화학 평형’은 다른 내

용요소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학Ⅰ에서만 배우는 단원으

로는 ‘고체, 액체, 기체’, ‘용액’, ‘산과 염기’를 배치하였고, 이들은 ‘화학

결합’ 및 ‘화학 평형’을 배운 이후에 학습한다면 내용이해가 효과적일 것

이다. 화학Ⅱ에서는 ‘반응속도론’, ‘화학 평형’, ‘산화 환원’의 반복 학습을

수행한 후에 여러 내용요소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 ‘전기화학’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일반화학에서만 배우는 단원은 ‘유기화학 및 고분자’, ‘배위 화합

물’, ‘핵화학’으로 편성하였다. 일부의 내용을 대학교의 일반화학으로 넘

기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대학교수들의 심층면담에

서 언급된 것처럼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화형 모델의 학습단원의 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하나 내용요소 간의 연계성을 좀 더 고려한 측면에서 차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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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Ⅱ(중간형 모델).

모델Ⅱ는 화학과 교육과정의 중간형 모델로써, 이공계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자 하는 학생을 위해 설계되었다. 심화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열역학’과 관련된

3개의 내용요소를 모두 화학Ⅱ에서 학습하도록 설계하였다. ‘반응속도론’의 경우

‘화학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 ‘반응 속도 개념’, ‘반응 속도 법칙’을 화학Ⅰ에서

학습하고, 화학Ⅱ에서는 심화하여 ‘농도 및 온도와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

및 촉매’를 배우도록 구성하였다.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내용에 추가하여 ‘반응

속도 차수식’, ‘반감기 계산’,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중간체’를 학습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산화 환원’의 경우 화학Ⅱ에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전기화

학’과 관련된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 있는 ‘전지’를 화학Ⅱ에서 일부 다루는 것으

로 고안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전기화학’ 내용은 일반화학에서 습득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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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심화형 모델은 통합과학 5단원, 화학Ⅰ 7단원, 화학Ⅱ 7단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학 교과의 시수 및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서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

12]의 모델Ⅱ(이하 중간형 모델)를 제시하였으며, 중간형 모델은 통합과

학 5단원, 화학Ⅰ 6단원, 화학Ⅱ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형 모델

을 심화형 모델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점은 화학Ⅰ과 화학Ⅱ의 연계

내용요소에서 ‘산화 환원’을 제외하고 이를 화학Ⅱ에 배치하였으며, 화학

Ⅱ에서 ‘전기화학’ 단원을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심

층면담 결과 및 [그림 3]에서 제시된 전기화학 단원의 수직적·수평적 연

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기화학 단원은 최종 단원의 성격을 가지며, 다

른 단원보다 난이도가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화학’ 단원은

여러 개념의 학습 및 개념 간의 관련성 이해가 요구되므로 학습량이 많

은 편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기화학’ 단원을 고등학교 화학Ⅱ에서 모두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전기화학 단원에 선행단원에 해당하는 ‘산화

환원’, ‘열화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를 화학Ⅱ에서 충실히 학습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전기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연료전

지 등 다양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응용분야이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러한 응용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준

환원 전위, 네른스트 식, 갈바니 전지 등의 여러 전기화학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략하게 해당 시스템만을 보여주는 것은 열거식 제시의 한계

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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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Ⅲ(기초형 모델).

모델Ⅲ는 화학과 교육과정의 기초형 모델로써, 이공계가 아닌 전공학과로 진

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설계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초형 모델은 심화형 모델

및 중간형 모델보다는 학습해야 하는 내용요소의 숫자를 줄여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과학과 화학Ⅰ의 연계 내용요소로

‘주기율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

려하여 화학Ⅰ에서 ‘화학 결합’과 ‘화학 평형’의 내용요소를 학습하도록 설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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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형 모델에서 학습하는 단원의 총 숫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

교하였을 때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량의 경감 및 학습부담

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그림 13]의 모델Ⅲ(이하 기초형 모델)를 또 하

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형 모델의 통합과학에서는 ‘원자,

분자, 이온’,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운 후에

화학Ⅰ과 연계하여 ‘주기율표’를 학습한다. 앞서 언급한 모델Ⅰ, Ⅱ와 달

리 주기율표를 연계 내용요소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에 화학Ⅰ에서 ‘고

체, 액체, 기체’, ‘용액’, ‘산과 염기’, ‘화학 결합’을 학습한다. ‘화학 평형’을

화학Ⅰ과 화학Ⅱ의 연계 내용요소로 배우며, 화학Ⅱ에서 ‘열화학’, ‘반응

속도론’, ‘산화 환원’을 학습한다. 전체적인 학습 단원의 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산

과 염기’, ‘화학 결합’, ‘산화 환원’의 단원을 통합과학, 화학Ⅰ, 화학Ⅱ에

서 연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산과 염기’는 연계성이 매우 높은 단원

으로 볼 수 없으며, [그림 10]에 기반하여 다른 선행학습 및 내용요소의

학습 없이 ‘화학 결합’, ‘산화 환원’을 통합과학부터 학습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기율표’ 및 ‘화학

평형’을 연계 내용요소로 설정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과목당 4～6개

의 단원으로 편성된 기초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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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화학과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나타난 연계성 부족의 개선 방향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습내용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아서 연계성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큰 괴

리(乖離)를 느끼고 있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교수

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 내용은 대학교 일반화학과 높

은 연계성을 가진다고 인식하여 화학Ⅰ, Ⅱ를 모두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대학교 일반화학을 학습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이전 교육과

정 이수자들보다 화학 개념을 덜 배우고 진학하여 ‘반쪽짜리 화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은 의도와 실

행에서의 괴리(乖離)로 인한 강의 진행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계성을 고려한 학교급간 및 교

과목 간의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의 화학Ⅰ, 화학Ⅱ, 대학교의 일반화학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유기적인

교육체계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의도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

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높지만, 실행된 교육과정에서의 학교급간 화학

교과의 연계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다. 다수의 대학생들은 일반

화학을 수강하면서 ‘텅 빈 반쪽짜리 강의’로 인식하고, 교육과정의 간극

이 크다고 체감하여 대학과정의 학습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대학생들

은 이러한 화학과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나타난 연계성 부족의 원인으로

‘고등학교 과학과 운영구조의 문제’를 언급했다. 즉, 학교의 교사 수급 및

시수 균등 배부의 고려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과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로 인하여 관련 과목 선택의 편중화 등으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이 과학과 교과목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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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과학과

교과목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된 선행연구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에 대한 고

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이 과학과 과목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내신 성적의 유·불

리’가 많이 고려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김현경, 나지연, 2018).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학교에서 과학과 선택교과의 개설여부를

정할 때, ‘내신 성적이 불리한 과목’은 개설되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

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 중에 화학Ⅱ를 배제하고 화학Ⅰ만 이수하면

일반화학 강의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고, 화학Ⅰ과 화학Ⅱ

은 상호보완적이므로 학습내용들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며, 고등학교 교실현장의 개선도 기대하였다. 구체적

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화학과 관련된 전공 학과의 대학 입시에서 선택

과목 관련하여 ‘화학Ⅰ, Ⅱ의 이수’를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와 관련된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대학 간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상세히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화학Ⅱ의 내용에 열역학, 용액, 반

응 속도론, 화학동역학, 액체 등이 들어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Ⅰ, Ⅱ를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 A의 심층면담)

교육과정이 나쁘지는 않고요. 결국은 입시제도죠. 물론 여러 가지 입

시 제도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획하시겠죠? 어

쨌든 화학과 교수로서 보는 입장은 지금 입시제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화학을 잘 듣고, 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

이 대학교 화학과에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학Ⅰ, Ⅱ가 다 있지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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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Ⅰ만 들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보다는 입시제도가 더 문제처럼 보여요. 선택과목의 편중은

입시제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점수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일단은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모든 고등학생들의 심리이지 않을까요? ...(중략)... 결국

은 교육과정도 개정되는 게 입시제도 때문에 안 듣는 과목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져야 되

겠죠. (대학교수 C의 심층면담)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목들을 쪼개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2～3개 들으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

든 분야에 질(quality)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요한 것이 과학·수학에 대한 기초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면 물리 하나를 해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입시에서 물

리로 시험을 봐야 되고, 화학도 화학 하나해서 화학을 시험을 봐야 되

지. Ⅰ, Ⅱ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야지 다 배우죠. (대학교수 E의 심층

면담)

통합과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학Ⅰ, 화학Ⅱ까지 들을 수 있도

록 설득의 과정이라든지...(중략)...고등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대학에서

도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F의 심층면담)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화학Ⅰ

만 들어서 대학교의 일반화학2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학Ⅰ, Ⅱ를 다

공부했으면 가장 좋겠어요. (대학교수 J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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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배우는 게 너무 자율적

이어서 연계성을 주긴 줬는데 선택권을 무작위로 준 상황이라서 실질

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과 대학과정에서 연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무작위적이죠. 제 생각에는 고등

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

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대학교육과 연계를 위해서 가령, 화공이나 화

학이나 재료나 이런 식의 ‘화학’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의 학과들

이 있을 텐데 그런 과를 가려면 ‘이 과목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어

떤 가이드라인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이과에서 공대나 자연대를 간

다고 하면 ‘이러한 과목은 반드시 해야지만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

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 이러한 연계성이 비로소 빛을 바라죠.

그래야지만 공교육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학생들을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G의 심층면담)

과학과목 중에 Ⅰ, Ⅱ를 합쳐서 수능 시에는 한 과목만 봤으면 좋겠

다. 아니면 한 과목을 Ⅰ, Ⅱ를 모두 해야 하고 다른 과목을 Ⅰ에서 하

나를 해야 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설문 조사 내용)

대학교수 및 대학생의 심층면담 및 설문 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연계

성에는 2가지 이슈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둘째는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과학(2009 개정 교육과정

의 과학), 화학Ⅰ, 화학Ⅱ 사이의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

이다. 이 두 개의 관점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연계성 부

족에 대한 시각 및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은 화학Ⅰ, Ⅱ를 합치고,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

정 내에 내용요소가 풍부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대학교수들은

화학Ⅰ과 화학Ⅱ는 하나의 과목으로 보아야 하고 둘로 나누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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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의 분절은 학습내용의 누락을 초래

하고, 결과적으로 연계성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첫

번째 관점에서 연계성 문제를 바라본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교수는 일반

화학 과목의 교수자로서 일반화학 강의 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화학Ⅱ까지 선택해서

배우고 화학Ⅰ, Ⅱ에 많은 내용요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그 의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 두 번째 관점인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

과정 내의 연계성과 학교 현장의 실제(실행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심층면담과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두 관점이 모두 드러났

다. 해당 대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화학 교과를 이

수하였고, 그 중 화학Ⅰ, Ⅱ를 모두 배운 학생들은 화학Ⅱ 교과 내용이

화학Ⅰ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으며, 학습 내용이 분절화 되

어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는 과학, 화학Ⅰ, 화학Ⅱ 사이의 내용요소

간에 연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화학Ⅱ를 선택하

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개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학

수강 시에 수직적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학Ⅱ를 배운 여부와 관계없이 입시제도에 따라서

더 높은 수능성적을 받기 위해 대부분 화학Ⅱ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하

므로 화학Ⅱ 관련 내용 학습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

에서 일반화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은 많은 내용요소를 제한된 시수

내에 처음 배우거나 재학습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이 심

층면담에서 고등학교 때 화학Ⅱ의 개념을 일부라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화학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심층면담과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연계성과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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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연계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화학 강의에 대한 부정적 평

가 및 대학생활 전반의 학업성취도 저하 등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정 및 보완할

때는 이러한 연계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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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에 대

한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

구 대상자로 교수자인 대학교수 10명과 학습자인 대학생 8명을 선정하여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제시한 후에 심

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일반화학을 수강한 대학생 75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본 연구문제를 면밀

히 비교 및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대학교수를 선정하고, 대학교수의 관점

에서 연계성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더불어 학습자인 대학생의 관점을 비교분석하여 화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수 혹은 대학생의 관점에서 어려워하는 화학의 특정 단원에 대해 화학

Ⅰ, Ⅱ 및 일반화학 내에서의 수평적 연계성과 학교급간 수직적 연계성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화학Ⅰ, Ⅱ 및 일반화학

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화학Ⅰ, Ⅱ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내용요소의 변화

를 비교하였고, 일반화학의 경우 교재들마다 다루는 내용요소 및 내용체

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요소 및 내용체계에

대한 모식도 및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나는 연계성 부

족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

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교수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수들은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2009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이 실제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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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선택과목 학습이 일반화학 강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학교

수들은 학생들이 2009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화학Ⅰ 및 화학Ⅱ를

모두 학습할 경우 일반화학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

으나, 실제로 화학Ⅱ의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서 일반화학 강의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다. 화학Ⅱ의 선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입시제도의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들은 일반화학 강의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

학교수들은 일반화학의 단원 중에 전기화학, 반응의 자발성, 전자 구조와

주기율표 순으로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단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내용 간극이 매우 크고,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요구하는 개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

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

장에 적용될 때 충실한 기초 개념 학습,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 이론과

연계된 실험 활동을 강조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해주지 않

았기 때문에’ 수능에서 화학Ⅱ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화학

을 학습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의

도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화학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학생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던 고등학교

와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하는 대학교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

으며, 고등학교 과정 중에 심도 깊은 개념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교급간 화학 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생들은 선택과

목 및 입시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실험 수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화학 개념을 설명할 때 개념들 간의 관계를 고려

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유



- 132 -

지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화학의 기초적인 내

용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화학Ⅰ과 화학Ⅱ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

택하여도 화학의 핵심 개념들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Tyler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및 Gagne의 ‘위계적

학습이론’에 따라 통합과학, 화학Ⅰ, 화학Ⅱ의 내용 순서 및 구성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화학과 교육과정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연

계되어 있는 개념들이 화학Ⅰ과 화학Ⅱ로 분리되어, 화학Ⅱ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반쪽짜리 개념형성이 되거나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념 및 개념 간의 관계 이해를 위해서 수직적 연

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

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심화형 모델은 다른 내용요소들과

관련성이 매우 큰 내용요소인 ‘화학 결합’을 통합과학과 화학Ⅰ의 연계

내용요소로, ‘반응속도론’, ‘화학 평형’, ‘산화 환원’을 화학Ⅰ과 화학Ⅱ의

연계 내용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년급간에 따른 수직적 연계

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고, 간단한 내용요소 → 연계 내용요소 → 복합

적·최종 내용요소 순으로 학습하는 수평적 연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중간형 모델에서는 ‘산화 환원’ 내용요소를 화학Ⅱ에 배치하고,

전기화학 관련 내용을 일반화학에서 배우도록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이

는 심화형 모델의 경우 과학교과의 시수 및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시행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화학Ⅱ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요소가 7개로 가장 많아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가중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심층면담 결과와 전기화학

단원의 구성 및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형 모델

은 학습량과 학습부담을 최소화한 모델로 ‘주기율표’를 통합과학과 화학

Ⅰ의 연계 내용요소로 설정하고, ‘화학 결합’을 화학Ⅰ에서 배우도록 구

성하였다. 화학Ⅰ과 화학Ⅱ의 연계 내용요소로는 ‘화학 평형’만을 설정하

여 화학Ⅰ과 화학Ⅱ의 학습 부담을 낮추었으며, 화학Ⅱ에서는 ‘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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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론’, ‘산화 환원’을 학습하고, 나머지 복합적·최종 내용요소는 일

반화학에서 학습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화학 개념 이해에 초점을 둔 실험 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의 고등학교 실험 수업은 학생의 주도적인 수행이 아니라 개념 이해의

부족 상태에서 단순히 순서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실험 중심의 화학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실행한다면 학교급간 및 학년간 연계성의 강화와 학습 효과 증

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단순한 암기

나 흥미 유발이 아닌 과학적 이론의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개념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험 수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화

학 개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및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다. 다수의 대학생들은 수능에서 화학Ⅱ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며, 이

를 선택하는 것이 성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화학Ⅱ를 수강하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 화학과 대학

교 일반화학 사이의 연계성을 저해시킨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일반화학

을 학습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과학

과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선택과

목 중에서 과학 과목이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비

슷한 맥락이다(박현주, 손연아, 2017). 따라서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 교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화학Ⅱ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능 응시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입시와

진로지도가 더욱 연계되어야 한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개별 교과목

의 선택 비율이 감소하는 기존 연구결과(김현경, 배성우, 박종석, 2017)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수능 선택과목은 입시제도

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화학 교과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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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일반화학을 거쳐 이공계 전공 교과의 학습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이보경, 장수철, 2018; Cohen & Kelly, 2018)을 염두

에 두고, 이공계 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에게 해당 내용에 대

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5.2.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학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시된 심화형·중간형·기

초형 모델은 화학 교재와 대학교수 및 대학생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중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심층면담 및 설문 조사 내

용을 수렴하여 교육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된

모델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진로 유형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추가

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용 중인 화학과 교육과정은 통

합과학-화학Ⅰ-화학Ⅱ 체계로 고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향후 본인의

진로계획에 따라서 화학Ⅰ과 화학Ⅱ의 학습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진로계획을 화학 교과목과 연계하여 나누면,

화학 관련 전공, 화학을 제외한 다른 이공계 전공, 인문사회 계열 전공,

예체능계 전공 등이 될 수 있다. 실제로는 전공 계열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화학과 교육과정 체계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수요 및 진로계획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진로 유형에 따른 여러 화학과 교육과

정의 유형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업 수행 및 과학적 소양 함

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

선택과목과 본인 전공 간의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

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이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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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이 서울시 소재의 일부 대학

교수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대다수의 대학교들에 적용된 결과라

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

성에 대한 평가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화학과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연계성 부족 문제

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심층면담 자료와 설문 조사 내용을 토

대로 일반화학에서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을 수직적 연계성 및 수

평적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염기 용액

의 평형’, ‘착이온과 침전 평형’, ‘전기화학’ 단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화학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급간의 화학 개념들

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이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반

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계성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과학에서 연계성 분석은 중요한 요소임을 미루어 볼 때, 화학

을 제외한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학 교

과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의 연계성의 부족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화학과 다른 과학 과목 사이의 연계성

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학생이 일상의 경험과 관련

이 있는 상황을 통해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며(교육부, 2015), 자연현상을 토대로 이론과 개념을

형성하는 과목으로써 4개의 과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

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핵심 개념 및 과학 탐구가 학교급과

학년 그리고 영역 간에 실제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수직적 연계성

및 수평적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와 의도가 교육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

행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 개정을 통해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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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교육과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추후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이 안정적

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과학과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단을 과학교육 전문

가, 과학자, 교사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조사 및 반영하

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러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관련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숙고

(deliberation)가 필요하다.

일곱째, 추후 개정 화학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의 고등학교 화학과 교육과정

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어 하향식으로 운영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경우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 즉 교육을 담당

하는 교사, 학습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이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바텀업 방식의 접근이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

여덟째,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들업

다운(middle-up-down) 방식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교수의 심층면담을 통해 교육과정 및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

수의 다양한 관점을 고찰하고, 대학교수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대학교수는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자 및 실행자이며, 교육과정 및 교육정

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다수의 대학교수가 일반화학 강의 중

에 경험한 의견들이 여러 피드백 과정을 통해 추후 화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반영된다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

다. 실제적인 방안으로 보다 많은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및 검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수의 역할은 미들업다운 방식에 가까우며, 탑다운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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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각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제안을 근간으로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안정

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의도

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과의 간극이 줄어들어 발전적인 교육과정

의 적용 및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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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professors and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high

school chemistry and general chemistry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securing the connection whe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applied to the educational field. For this purpose, ten

university professors who taught General Chemistry at the

department of chemistry were selected,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lecture experience. Also,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eight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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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high school Chemistry and General Chemistry. And responses

from 75 university stud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first, most university

professors and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that the curriculum

content of high school chemistry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seemed to be well related to General Chemistry. But they perceiv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Chemistry and General Chemistry was

insufficient in the curriculum implemented on school sites. Second,

university professors perceived that ‘the science subjects that

university students chose in high school’ influenced the direction of

General Chemistry lectures. Many high school students do not choose

ChemistryⅡ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because

they try to get good scores and high school did not support classes

to a small number of students. These results show that university

students have significant difficulty in learning General Chemistry at

universities.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nnection aspects of chapters that university students think difficult

in General Chemistry. Accordingly, I figured out the connection in the

content system among ChemistryⅠ, ChemistryⅡ, and General

Chemistry. Fourth, to secure the connection between high school and

university chemistry subject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niversity professors and university students have suggested the

improvement for the optional curriculum and the admissions system,

and the study of faithful basic concept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ntent elements and content systems

that consist of Science, ChemistryⅠ, and ChemistryⅡ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Integrated Science, ChemistryⅠ, and

ChemistryⅡ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y applying the concept

of an intermediate chapter used in General Chemistry. According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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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hematic diagram and model for the content system of the

chemistry curriculum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insufficiency of

connection in the chemistry curriculum.

Keywords: Connection, Chemistry Curriculum, University

Professors’ Perceptions,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Student Number: 201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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