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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생의 과학적 탐구 능력은 학교 실험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

로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는 실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재구성되는 만큼, 교육과

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실험 제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16개 교과서의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험의 제

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개방도 수준, 실험 목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든 교육

과정에서 실험의 개방도 수준은 두 실험 모두 제 0수준, 또는 제

1수준을 나타내는데,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 현장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험 과

정에서 안전 관련 유의점의 포함비율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크

게 증가하나, 기술 관련 지시는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에 따라 관찰 방식이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방법 중 하나로

치우쳐져있어 다양한 탐구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서 실험 후 토의하는 과정의 포함 비

율이 모든 교과서에서 0.5 이하로 나타나,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서의

실험 제시방식이 유용한 도움말과 균형 잡힌 실험방식, 그리고 실

험 후 토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보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과학과 교육과정, 교과서 실험, 실험 분석, 반응 속도, 전기

분해

학 번 : 2018-28169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 문제 ······································································· 3

2. 연구 방법 ·································································· 4

2.1. 분석 대상 ······································································· 4

2.2. 분석의 틀 ······································································· 6

2.2.1. 개방도 수준 ····································································· 8

2.2.2. 실험 목표 ········································································· 9

2.2.3. 실험 과정 ········································································· 9

2.2.4. 실험 결과 및 정리 ························································· 10

2.3. 분석 방법 및 예시 ······················································ 12

3. 결과 및 논의 ··························································· 15

3.1. 분석 결과 ······································································· 15

3.2. 반응 속도 측정 실험 ·················································· 16

3.2.1. 개방도 수준 ····································································· 18

3.2.2. 실험 목표 ········································································· 19

3.2.3. 준비물 및 실험 기구 조작 ··········································· 20

3.2.4. 변인 통제 ········································································· 22

3.2.5. 관찰 및 측정 ··································································· 24

3.2.6. 유의점 ··············································································· 25

3.2.7. 정리 및 평가 ··································································· 28

3.3. 전기 분해 실험 ····························································· 29

3.3.1. 개방도 수준 ····································································· 31

3.3.2. 실험 목표 ········································································· 32

3.3.3. 준비물 및 실험 기구 조작 ··········································· 33

3.3.4. 변인 통제 ········································································· 34



3.3.5. 관찰 및 측정 ··································································· 36

3.3.6. 유의점 ··············································································· 38

3.3.7. 정리 및 평가 ··································································· 40

4. 결론 및 제언 ··························································· 41

4.1. 결론 ················································································· 41

4.2. 제한점 ············································································· 44

참고문헌 ········································································ 46

출판물 ············································································ 50

Abstract ········································································ 51



표 목 차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 4

[표 2] 분석틀 ··············································································· 7

[표 3] Herron의 개방도 수준 ··················································· 8

[표 4]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분석 결과 ································· 17

[표 5] 전기 분해 실험 분석 결과 ··········································· 30

그 림 목 차

[그림 1] A3 교과서 전기 분해 실험 분석 예시 ·················· 14

[그림 2]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목표 포함 비율 ··················· 19

[그림 3]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준비물 포함 비율 ··············· 21

[그림 4] 반응 속도 측정 실험 기구 조작 포함 비율 ········· 21

[그림 5]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변인 통제 포함 비율 ········· 23

[그림 6]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안전 유의점 포함 비율 ····· 27

[그림 7] 반응 속도 측정 실험 기술 유의점 포함 비율 ····· 27

[그림 8]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정리 및 평가 포함 비율 ··· 28

[그림 9] 전기 분해 실험 목표 포함 비율 ····························· 32

[그림 10] 전기 분해 실험 변인 통제 포함 비율 ················· 35

[그림 11] 전기 분해 실험 정성적 관찰 포함 비율 ············· 37

[그림 12] 전기 분해 실험 정량적 관찰 포함 비율 ············· 37

[그림 13] 전기 분해 실험 안전 유의점 포함 비율 ············· 39

[그림 14] 전기 분해 실험 기술 유의점 포함 비율 ············· 39

[그림 15] 전기 분해 실험 정리 및 평가 포함 비율 ··········· 40



- 1 -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적 탐구 능력은 실험이나 조사, 토론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 및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교육부, 2015),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

을 통하여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였고(교육부, 1997),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과학에서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과학

적 탐구 방법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과학 수업이 다양한 탐구 중심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탐구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력, 과학

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

육과정에서 과학적 탐구능력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왔고, 탐구 자체가 과

학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학습 방법이면서 동시에 학습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조성민, 백종호, 2015). 특히 실험은 학생들에게 과학자와 유사한

탐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최취임, 이선경, 2016)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홍춘표, 김용연, 2003)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므로(강순희, 김덕희, 2006), 학교 수업에서 실험 활동

을 적절하게 진행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실험 제시 방식

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활동 개수의 비율이 감소하고, 특정 탐

구 과정 요소에 편중되어 있는 등(김지영 외, 2012) 실험 제시 방식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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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때 화학Ⅰ의 경우는 주변의 물질 영역이 삭제되고 탄소

화합물 관련 내용이 축소되는 대신 기존 화학Ⅱ에서 배우던 물질의 구

조, 몰 농도 등의 내용들이 옮겨왔으며, 화학Ⅱ는 많은 부분이 화학Ⅰ으

로 이전된 만큼 물질의 상태나 화학 반응과 같이 남아있는 내용들이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1997).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험 활동이 이전되거나

삭제, 또는 변경되었으며 실험의 내용 및 제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

었다. 이렇듯 교과서 개정에 따라 실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동

안 교과서에 실린 실험들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강대호 외, 2003; 김지

영 외, 2012; 이석희 외, 2003; 이재원 외, 2019; 전영, 최애란, 2016; 조성

민, 백종호, 2015) 탐구 활동 혹은 요소를 분석하거나 실험 개선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른 실험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교육과정에 따라 실험 제시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초·통합 탐구 과정 요소들

이 교과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실험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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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화학Ⅱ 교과서의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

험 제시 방식이 7차,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실험은 7차, 2009 개정,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1997; 교육부, 2015), 두 실험 모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과학적 개념을 형

성하기 어려운 학습주제로 인식되고 있다(방정아 외, 2006; 최병순, 김진

구, 1994). 더욱이 두 실험에 관한 학생들의 다양한 오개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박국태 외, 2006; 박진희 외, 2003; 이미진, 2008; Ogude and

Bradley, 1996; Sanger and Greenbowe, 1997), 학생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탐구실험의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기

에(남미자 외, 2009; 박국태 외, 2005; 박국태 외, 2006; 박신희, 2007; 방

정아 외, 2006; 백종호, 정대홍, 2010)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개정될 요소

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방도 수준, 실험 목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정리 파트로

나누어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8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16개 교과서에 나

타난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험의 제시 방식이 교육과정 개

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분석하여 두 실험이 학생들에게 풍

부한 탐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사

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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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분석 교과서는 화학Ⅱ 교과서 총 16개로, 출판사는 각각 A부터 H까

지, 교육과정은 연도순으로 1, 2, 3의 순서를 붙여서 구분하였다. 세 차례

교육과정 개정에서 화학Ⅱ 교과서를 모두 집필한 출판사는 A, B이며, 두

차례 교육과정에서만 집필한 출판사는 C, D, E, F이고, 7차 교육과정에

서만 집필한 출판사는 G, H였다. 실험 제시 방식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

보기 위하여 출간된 모든 교과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분

석 교과서들을 출판사 및 교육과정 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분 A B C D E F G H

7차

교육과정
A1 B1 C1 D1 - - G1 H1

2009 개정

교육과정
A2 B2 - - E2 F2 - -

2015 개정

교육과정
A3 B3 C3 D3 E3 F3 - -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분석 대상 실험은 위에 나열한 교과서들의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

기 분해 실험이지만, 두 실험을 탐구실험 형태가 아닌 관련 자료를 주고

결과를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제시한 교과서들도 있었다. 이 경우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실험 결과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실험 과정이 간단하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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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현되어있으면 실험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분석하였으나, 그렇지 않

고 자료 해석을 포함한 문제 형식이라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컨

대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경우 오산화이질소(N2O5)나 이산화질소(NO2)

의 분해반응을 알려주고 그 생성물의 농도를 알려주어 반응 속도를 측정

하는 탐구활동(C1, H1)은 반응식과 시간에 따른 산소의 농도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실험 기구나 방법이 전혀 설명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

험 활동이 아닌 자료 해석 문제로 판단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B1 교과서가 염화구리(II)의 용융 전기 분해를 제시하였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험 기구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탐구실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하는 물질이나 구체적인 실험 방법의 차이는 분석

기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 사용되는 금속이 마그네슘 대신 아연이나 탄산칼슘인

경우 등 반응물의 종류만 다를 경우, 또는 수상치환 방법이 아닌 실린더

로 수소 기체를 모으는 등 기체 포집 방법만 다른 경우에는 분석 기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전기 분해 실험도 마찬

가지로 실험에 사용하는 수용액의 종류나 실험 용기의 차이는 분석 기준

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았다. 특이사항으로 D3 교과서는 일

반적인 전기 분해 실험이 아닌 은도금 실험을 수록하였으나, 이 또한 구

체적인 실험 방법만 다를 뿐 전기 분해가 주제이고 실험 과정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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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의 틀

총 8개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16개의 교과서를 교육과정별로 구분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험의 내용을 연구

자들이 개발한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실험 활동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Herron(1971)이 제시한 개방도 수준을 분석틀에 포함하였

고, 그 후에 실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분석틀의 세부 요소를 결정하였다.

실험 진행 단계는 교과서 탐구 실험의 일반적인 형태인 목표, 과정, 결과

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각 부분의 하위요소는 Tamir and

Lunetta(1978)가 개발한 실험구조 및 과제분석틀(The Laboratory

Structure and Task Analysis Inventory: LAI)과 허명(1984)이 개발한

과학 탐구 평가표를 교과서에 수록된 학생들의 실험에 맞게 수정하여 결

정하였다. 하위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LAI에 제시된 예시와, 그것을 토대

로 Germann, Haskins and Auls(1996)가 분류한 세부 내용도 같이 참고

하여 분석 기준을 확정하고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분석틀을 일차적으로

설정한 후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4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최종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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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틀

구분 분석 기준

1. 개방도 수준
Ÿ 실험 문제, 방법, 결과의 개방

정도

2. 실험 목표 Ÿ 실험의 목적 또는 가설 설정

3.

실

험

과

정

3-1. 준비물
Ÿ 실험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 목

록

3-2. 실험 기구 조작
Ÿ 실험 기구 조작 방법

Ÿ 실험 기구 설치 방법 또는 사진

3-3. 변인 통제 Ÿ 실험 조건 명시

3-4.

관찰 및

측정

1) 정성적 Ÿ 실험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

2) 정량적 Ÿ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3-5.

유의점

1) 안전 Ÿ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기술 관련 Ÿ 실험 기법과 관련된 도움말

4.

실

험

결

과

및

정

리

4-1. 자료의 기술과 기록 Ÿ 실험으로 얻은 자료의 작성

4-2. 자료 변환
Ÿ 그래프 작성

Ÿ 도식화

4-3. 결론 도출 Ÿ 실험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

4-4. 정리 및 평가
Ÿ 실험 후 결론에 대한 토의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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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방도 수준

개방도 수준
제시 내용

실험 문제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제 0수준 O O O

제 1수준 O O X

제 2수준 O X X

제 3수준 X X X

[표 3] Herron의 개방도 수준

개방도 수준은 Schwab(1964)이 제시한 3단계에 Herron(1971)이 제 0

수준을 추가하여 표 3과 같이 제 0수준부터 제 3수준으로 재정의(再定

義)하였다. Schwab은 기본적으로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개방도 수준을 제시하였지만, Herron은 결과까지도 제시되는 실험을 생

각하여 제 0수준을 추가하였다. 제 0수준은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주어

진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실험 제시 방식이

다. 다음으로 제 1수준은 실험 문제와 방법까지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

교 수업에서 진행되는 실험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이며 학생들은 제

시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제 2수준은 실험 문제만 주어질 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또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수행하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지는 제시해주지 않는 실험이다. 마지막 단계인 제 3수준은 실험

문제조차 제시하지 않고 과학적인 현상만을 제시한 것이다. 즉 완전히

열려있는 탐구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예로는 과학탐구대

회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실험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준에 따라 교과서가 어떤 개방도 수준으로 실험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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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 목표

실험 목표는 문제 인식이나 가설 설정을 말한다. LAI에서는 문제 인

식 및 정의와 가설 설정이 서로 다른 범주로 정해져있고, 허명(1984)은

실험설계 항목에 문제 발상과 가설 설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교과서 실험은 과학적 개념을 실험으

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이므로(김지영

외, 2012) 가설 설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실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면 실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교과서에서 목표란을 따로 설

정하여 실험의 목표를 서술하거나, 따로 서술하지 않았더라도 실험 제목

등에서 그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실험 목표가 포함되어있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D3 교과서는 실험 목표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실험의 제목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 구하기’,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 원리 알아보기’이므로 실험 제목을 통해서 실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교과서에는 실험 목표가 제

시되어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2.3. 실험 과정

실험 과정에는 준비물, 실험 기구 조작, 변인 통제, 관찰 및 측정 그리

고 유의점 요소가 포함된다. 준비물에서는 실험기구나 시약 등 실험에

필요한 물품들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기구 조작에서는 실

험 과정에 실험 기구들을 설치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는지 확

인하였다. 실험 기구 설치 방법은 주로 실험 과정에서 제시되지만, 제시

되어 있지 않아도 설치된 실험 기구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험 기

구 조작 방법이 제시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변인 통제에서는 실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 찾아서 통제해야 하지만, 교과서

실험의 특성 상 완전한 개방적 탐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험의 주

요 변인—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는 염산의 농도와 마그네슘 조각의 크

기(방정아 외, 2006),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전압의 세기와 용액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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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태 외, 2006)—만을 고려하였다. 관찰 및 측정의 경우 실험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방식을 정성적 관찰과 정량적 관찰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두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둘

을 나누어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실험에서도

정성적 관찰과 정량적 관찰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

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이때 안전에 관련된 것과 기술적인 것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전 관련 유의점은 실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고, 기술 관련 유의사항은 실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 리본을 넣자

마자 반응이 진행되므로 재빨리 고무마개를 막아야한다(A3).’, ‘스포이트

를 천천히 뒤집어준다(A3).’같은 것들이 기술적 유의사항에 포함된다.

2.2.4. 실험 결과 및 정리

실험 결과 및 정리에는 자료의 기술 및 기록, 자료 변환, 결론 도출,

그리고 정리 및 평가가 포함된다. 이 중 자료의 기록은 색 변화, 부피 변

화 등 직접적으로 관찰 및 측정해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표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자료 변

환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하거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등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 실제

로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은 발생한 기체의 부피이고, 그 기록을 토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의 변화량을 구하거나 시간-부피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은 자료 변환 과정이다. 결론 도출은 일반적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

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결론 도출 과정은 교과서라고 해서

특별히 과학자들의 연구 또는 열려있는 탐구 실험과 다르지는 않다. 예

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응 속도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농

도, 온도, 촉매에 따른 반응 속도 차이 실험을 제시하는데(교육부, 2015),

이러한 실험들은 ‘농도가 진해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또는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와 같이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론적인 과학적 지식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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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과정이 이러한 형태가 아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반응 속

도 측정 실험이 그러한데, 이 실험에서 교과서들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의 정의를 알려준다. 따라서 결론의 내용이나

형태가 어떠한지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교과서에서 직접 결론

을 말해준 것뿐만 아니라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있으면

결론 도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리 및 평가는 실험이 모두

끝난 후 토의하는 등 심화 학습이 있는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의의 내용

은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내용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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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및 예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에 대하여 표 2의 분석틀에 따라 각 요소

들을 기준으로 하여 출판사 및 교육과정별로 탐구 요소들이 제시되어있

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도 수준은 각 수준에 따라 0에서 3의 숫자

로 결정하였으며, 실험 목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정리는 각각의 요

소에 대해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제로 분석한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분석 대상 교과서 중

A3 교과서의 전기 분해 실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A3 교과서는 활동 목

표에서 실험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

험의 개방도 수준은 제 1수준이다.

실험 과정 요소를 확인하면, 왼쪽에 준비물이 명시되어있고, 과정 ②

와 사진을 통하여 실험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조작하는지 명시하여 준

비물과 실험 기구 조작 요소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준비

물과 실험 과정에서 ‘1 M 황산 나트륨 수용액’, ‘9 V 건전지’ 등으로 주

요 변인인 용액의 농도와 전압을 명시하여 변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왼

쪽 하단의 유의사항에는 ‘스포이트에 침핀을 꽂을 때 손을 다치지 않도

록 조심한다.’와 같이 안전 유의점을, ‘밑을 자른 스포이트에 전해질 수용

액을 넣을 때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스포이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와

같이 기술 관련 유의점을 제공하였다. 하단의 ‘정리하기’에서는 실험 결

과를 수집할 때 ‘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정성적 관찰을 지시하

고,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비’를 측정하게 함으로써 정량적 관찰을 지시

하므로 정성적 관찰과 정량적 관찰이 모두 제시되었다.

실험 결과 및 정리 요소에서는 측정한 결과를 기록하기 때문에 자료

의 기술과 기록 요소가 포함되었다. 또한 실험 후 측정한 자료를 통해서

양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의 결론을

도출하며,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토의함으로써 정리 및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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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는 작업은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변환 요소는 누락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실험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서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일치시키

는 과정을 거쳤다.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ohen’s Kappa

값은 0.82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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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3 교과서 전기 분해 실험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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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논의

3.1.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나타내었다. 개방도 수준은 각 수준에 따라 0에서 3의 숫자로 나타내었

으며, 실험 목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정리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O,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X로 나타내었다. 포함

비율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해당 분석 요소가 포함된 교과서의 수)/(분

석 대상 중 실험을 제시한 교과서의 수)를 의미한다. 분석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에서 하이픈(-)으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반응 속

도 측정 실험의 분석 결과인 표 4에서 C1 교과서는 출판되었으나 실험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픈 처리하였고, C2 교과서는 출판되지 않았

기 때문에 하이픈 처리되었다. 특이사항으로 표 4의 H 교과서와 표 5의

B 교과서는 전부 하이픈 처리되어있다. 이는 H1 교과서에서는 전기 분

해 실험만 수록되어있고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은 자료 해석 문제의 형태

였기 때문이고, B 교과서는 세 교육과정 전부 교과서를 출판하였으나 전

기 분해 실험이 수록되지 않거나 탐구실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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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응 속도 측정 실험

교과서에 제시된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을 표 2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 중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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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포함

비율

개방도 수준
7차 1 0 - 0 - - 1 -
09 0 0 - - 0 1 - -
15 1 0 1 0 0 0 - -

실험 목표
7차 O O - O - - X - .75
09 O O - - O O - - 1.00
15 O O O O O X - - .83

실험

과정

준비물
7차 O X - X - - O - .50
09 O X - - X O - - .50
15 O X O X X X - - .33

실험 기구

조작

7차 O X - X - - O - .50
09 X X - - O O - - .50
15 O X X O O O - - .66

변인 통제
7차 O X - X - - O - .50
09 X X - - X O - - .25
15 O X O X X X - - .33

관찰 및

측정

정성

적

7차 X X - X - - X - .00
09 X X - - X X - - .00
15 X X X X X X - - .00

정량

적

7차 O O - O - - O - 1.00
09 O O - - O O - - 1.00
15 O O O O O O - - 1.00

유의점

안전
7차 X X - X - - X - .00
09 X X - - X O - - .25
15 O X O X X O - - .50

기술

관련

7차 O X - X - - O - .50
09 X X - - X O - - .25
15 O X O X X X - - .33

실험

결과

및

정리

자료의 기술과

기록

7차 O O - O - - O - 1.00
09 O O - - O O - - 1.00
15 O O O O O O - - 1.00

자료 변환
7차 O X - O - - O - .75
09 O O - - O O - - 1.00
15 O O O X O O - - .83

결론 도출
7차 X O - O - - X - .50
09 O O - - O O - - 1.00
15 O X X O O O - - .66

정리 및 평가
7차 X X - X - - O - .25
09 X X - - X X - - .00
15 X O O X X X - - .33

[표 4]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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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방도 수준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개방도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

라 제 1수준의 개방도 수준을 가지는 교과서도 있으나 대부분이 제 0수

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실험들이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측정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4종 중 3종이 제 0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6종 중 4종의 교과서가

제 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험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반응

속도 실험이 이러한 개방도 수준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실험에서는 기체를 포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오

차가 많이 발생하여(박국태 외, 2005; 방정아 외, 2006) 반응 속도를 이

론적으로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방정아 외, 2006),

그럴 경우 학습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고한중

외, 2001) 결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표 4의 실험 결과 및 정리에서 결론 도출 요소를 보면

많은 교과서가 실험 결과를 알려줬을 뿐 학생들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도록 충분히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강순희, 김덕희, 2006)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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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목표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실험 목표가 설정된 비율은 교육과정별로

0.75, 1.00, 0.83으로 양호하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구성을

확인하면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경우 단원이 시작될 때 화학 반응 속도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반응 속도를 정의한다.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답

을 얻고자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은 실험 목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목표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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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준비물 및 실험 기구 조작

먼저 실험 과정의 준비물 요소를 살펴보면, 실험에 필요한 기구와 시

약 목록이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들의 비율은 각각 0.50에서 0.33으로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준비물이 적혀 있었으나 오히려

개편되어 나온 교과서에서는 준비물이 누락된 교과서(F3)가 있었고, 전

반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험 기구는 단순한 수단의 역할이 아니라, 실험에서 측정 또는 확인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확하게 선택하고 조작하여야 하는

일정한 이론을 요구하는 장치이다(최취임, 이선경, 2016). 실험기구를 조

작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박재원 외,

2007), 교과서는 실험에 어떤 기구가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

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실험에 사용되는 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아야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러한 사

항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시약도 정확하게 명시해주어

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교과서 개편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험 기구 조작 요소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0.50에서 0.66

으로 제시된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사진을 통하여 실험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

주고, 실험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구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등 많은 교과

서가 학생들이 실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 기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추후에

교과서 개편 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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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준비물 포함 비율

[그림 4] 반응 속도 측정 실험 기구 조작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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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변인 통제

변인 통제 정도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별로 변인이

제대로 통제되어있는 교과서는 7차,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각 2종(A1, G1), 1종(F2), 2종(A3, C3)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교과

서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0.50에서 0.33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변인 통제는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 학생들

이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실험 지침에서

변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은 변인

통제가 실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염산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기체 발생 속도

가 너무 빨라서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고(박국태 외, 2005), 염산의

양에 비해 마그네슘의 양이 너무 적다면 반응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남미자 외, 2009). 이러한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학계에 발표된 개선

연구들(남미자 외, 2009; 박국태 외, 2005; 방정아 외, 2006)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 만큼 다음 교과서 개편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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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응 속도 측정 실험 변인 통제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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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관찰 및 측정

모든 실험에서 측정의 방식이 정량적 관찰 방식에 치중되어있으며, 교

육과정 개편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특성상 정량적 관찰이

더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정성적 관찰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

다(Norris, 198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

학Ⅱ 내용은 통합과학이나 화학Ⅰ에 포함된 화학 개념과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는데(교육부, 2015),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경우 정량적 관찰과 정성적 관찰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과목의 연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에서는 금속과 산

의 반응을 다루면서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반

응 속도 측정 실험은 금속과 산의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아진 기체

에 성냥불을 대어보는 식으로 정성적 관찰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학생들

이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은 실험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풍부한

탐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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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유의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교과서에 포함된 비율이 0.00, 0.25, 0.50 순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이 포함되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안전에 대

한 사항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절반의 교

과서가 안전 관련 유의점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

해야 하는 점은 교육과정을 통틀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며(교육과학기

술부, 2009; 교육부, 1997; 교육부, 2015), 특히 실험실에서는 불이나 깨지

기 쉬운 유리 기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반

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 교과서들은 대부분 4 % 정도의 염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방정아 외, 2006) 이 정도 농도의 염산은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마그네슘 리본의 절단면이라든지, 발생하는

수소 기체도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7차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시키지 않았으

나 2015 개정 교과서 중 3종(A3, C3, F3)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

적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실험 기법 등의 기술 관련 유의사항은 0.50, 0.25, 0.33으로 낮

은 비율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사이 기간에 기체 포집 및 부피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박국태 외, 2005; 방정아 외, 2006)이 있었음에도 개편된 교

과서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학계에서

연구되는 내용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곧바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김

영성, 이문남, 1994)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

다면 그 사항을 표기해주어야 한다. 실험 방법의 개선 사항을 도움말의

형태로 명시해준다면 교사들이 실험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를 들어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의 경우 수상치환을 이용하여 기체를 포집

할 때 고무관 내부에 물을 제거하고, 고무관에 유리관을 연결하여 그 끝

을 수면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하면 부피 변화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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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정아 외,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하여 명시한다면

교사나 학생들이 실험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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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안전 유의점 포함 비율

[그림 7] 반응 속도 측정 실험 기술 유의점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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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정리 및 평가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완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0.50 미만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렵고(양일호 외, 2006), 수업 중 교사의 피드백이나 실험

종료 후 실험 내용을 돌이켜보는 것이 과학 학습에 중요하므로(Baird et

al., 1991) 교과서는 실험 후 정리하는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결론 도출 후의 평가도 중요한 탐구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으

나(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실험이 끝난 후 스

스로 또는 조원들과 평가하는 과정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고,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도 포함 비율이 0.33 수준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 교과서 개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8] 반응 속도 측정 실험 정리 및 평가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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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 분해 실험

전기 분해 실험을 표 2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

며, 이 중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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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포함

비율

개방도 수준
7차 1 - 1 1 - - 1 1
09 1 - - - 1 1 - -
15 1 - 1 1 - 1 - -

실험 목표
7차 O - X O - - O O .80
09 O - - - X X - - .33
15 O - O O - O - - 1.00

실험

과정

준비물
7차 O - O O - - O O 1.00
09 O - - - O O - - 1.00
15 O - O O - O - - 1.00

실험 기구

조작

7차 O - O O - - O O 1.00
09 O - - - O O - - 1.00
15 O - O O - O - - 1.00

변인 통제
7차 O - O O - - O X .80
09 X - - - X O - - .33
15 O - O X - O - - .75

관찰 및

측정

정성

적

7차 O - O O - - O O 1.00
09 O - - - O O - - 1.00
15 O - O O - O - - 1.00

정량

적

7차 X - X X - - X O .20
09 X - - - X X - - .00
15 O - X X - X - - .20

유의점

안전
7차 X - X O - - O X .40
09 X - - - X O - - .33
15 O - O O - X - - .75

기술

관련

7차 X - X O - - X X .20
09 X - - - X X - - .00
15 O - X O - X - - .50

실험

결과

및

정리

자료의 기술과

기록

7차 O - O O - - O O 1.00
09 X - - - O O - - .66
15 O - O X - O - - .75

자료 변환
7차 X - X X - - X X .00
09 X - - - X X - - .00
15 X - X X - X - - .00

결론 도출
7차 O - O O - - O O 1.00
09 O - - - O O - - 1.00
15 O - O O - X - - .75

정리 및 평가
7차 X - O X - - X X .20
09 X - - - X X - - .00
15 O - X X - X - - .25

[표 5] 전기 분해 실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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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개방도 수준

전기 분해 실험의 개방도 수준은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달리 모두

제 1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방도 수준이 제 1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 분해 실험에서 다

루는 내용은 개방도 수준을 높이기에 제한점이 있다. 전기 분해는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고 산화‧환원 반응은 이전부터 다루고 있긴 하나, 그

예시가 금속의 부식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산‧염기의 반응에

국한되어 전기화학 관련 개념은 화학Ⅱ 이전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

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화학Ⅰ에서 물의 전기 분해

를 다루긴 하나 전기 분해의 원리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교육부,

2015) 전기 분해 실험을 학생들이 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가 생소하다는 점이 있다. 전기 분해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들, 예를 들면 전원장치나 전극, 또는 전기 분해 실

험용 장치들은 전기 분해 실험 이전에는 화학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들이다. 개방도 수준을 제 2수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

해서 학생들이 실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실험 과정을 설계하려면 어떤

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구를 사용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

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전기 분해 실험 기구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험을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기 분해 실험의 개방도 수준은 제 1수준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는 적

절한 개방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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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실험 목표

전기 분해 실험의 실험 목표 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는 목표가 제시된 비율이 0.80이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0.33 수

준으로 매우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 비율이 다시 1.00으로 회복되어 모든 교과서가 실험 목표

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 목표에서는 교과서 개정이 양

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9] 전기 분해 실험 목표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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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준비물 및 실험 기구 조작

전기 분해 실험은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는 다르게 모든 교과서가 준

비물과 실험 기구 조작 방법을 포함하여 실험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기

화학 관련 실험이 화학Ⅱ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A3 교과서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스포이트 밑부분을 각각 4 cm 정도 가위로 잘라낸 다음’이라

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실험 기구가 설치된 사진을 포

함하여 학생들이 무리 없이 실험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

게 실험 기구 조작 방법을 사진과 글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는

것은 학생들이 실험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

며, 추후 교과서 개편 시에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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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변인 통제

전기 분해 실험의 주요 변인은 수용액의 농도와 전압의 세기로 생각

할 수 있는데(박국태 외, 2006), 가해준 전기량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준 전압의 세기를 통제해주어야 한다.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인을 통제한 교과서의 비율이 0.33으로 낮

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율이 0.75로 증가하여 변인 통제

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

질 경우 실험에서 일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가해준 전기량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되므로 패러데

이 법칙을 자료 해석 문제로 대체하지 않고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데, 이때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실험 과정을 추가하여 양적 관계를 다루

는 것에 크게 제한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변경한다면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에도 적합하며,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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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기 분해 실험 변인 통제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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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관찰 및 측정

관찰 및 측정 요소는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는 반대로 정성적 분석으

로 치중되어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기 분해의 성취 기준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하고, 전기량과 반응의 진

행 정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전기 분해 실험의 관찰 및 측정

과정은 모든 교과서가 정성적 관찰을 채택하고 있고, 2종의 교과서(A3,

H1)만이 정량적 관찰을 동시에 진행한다. 두 관찰 방식을 모두 제시하는

좋은 예로 H1 교과서를 들 수 있는데, 이 교과서는 탄소 막대를 전극으

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 전 전극의 무게를 측정하고, 실험 후에 다

시 탄소 막대의 무게를 측정하여 석출된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다른 실험 과정의

변경 없이도 관련 개념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학습자

의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강순희, 김덕희, 2006). 또한

전기 분해 실험은 모든 교과서에서 자료 변환 과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정량적 관찰을 도입하면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시간-생성물의 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더욱 다양한 탐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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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기 분해 실험 정성적 관찰 포함 비율

[그림 12] 전기 분해 실험 정량적 관찰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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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유의점

안전 관련 유의점은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교과서에 포함된 비율이 0.40, 0.33, 0.75로 증가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기 분해 실험에서 주로 이용하는 물질은 염화나

트륨 수용액인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양쪽 전극에서 각

각 염소 기체(Cl2)와 수소 기체(H2)가 발생한다. 염소 기체에 독성이 있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소 기체 또한 폭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전기 분해 실험을 할 때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외

에도 생소한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

러한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과서

까지는 안전 관련 유의점이 많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나 2015 개정 교과

서부터는 명시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 교과서 개편이 긍정적인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기법 등의 기술 관련 유의점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포함 비율

이 0.20, 0.00, 0.50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전기 분해 실험은 주

로 U자관을 이용하여 실험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U자관의 용량이 커

서 필요 이상의 반응용액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박국태 외, 2006). 그

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홈판과 염다리를 이용하여 실험에 이용

되는 용액의 양을 줄이고, 두 전극이 확실하게 분리되면서 학생들이 반

응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전기 분해 실험은 전극이나

전류 장치와 같이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등장하므로 학생들이 미숙할 가

능성이 큰데(박재원 외, 2007), 실험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도움말을 글로써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기술 관련 유의점은 추후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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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기 분해 실험 안전 유의점 포함 비율

[그림 14] 전기 분해 실험 기술 관련 유의점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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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정리 및 평가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 요소가 주목할 만하다. 전기 분해 실험도 반

응 속도 측정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정리 및 평가과정

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기 분해 실험은 실험의 특성상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결과

인 ‘녹아 있는 물질이 그대로 분해되어 석출된다.’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교과서들이 전기 분해 실험에서 염화나트

륨 수용액을 사용하는데,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의 반응성 차이로 인

해 음극에서는 나트륨이 석출되지 않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는 학

생들이 예상한 결과와 다르므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토

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강석진 외, 2002). 하지만 이러한 정리 과정이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왔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 한

종의 교과서(A3)에만 수록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전기 분해 실험 정리 및 평가 포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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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6개 교

과서의 반응 속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험 제시 방식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개방도 수준, 실험 목표,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관점에서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두 실험의 개방

도 수준은 제 0수준 또는 제 1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방도 수준

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실험의 목표 중 하나는 기본 개념의 이

해를 들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관련 개

념을 더욱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실제 실험의 결과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고한중 외, 2001),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측정

이 용이하지 않은 실험의 경우 제 0수준의 개방도로 제시해주는 것이 학

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하려는 개념이 교육과정 상 처음 등

장하는 개념이라면 학생들에게 실험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보다 실험 과

정을 제시해주는 제 1수준의 실험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 속

도 측정 실험과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제 0수준, 제 1수준의 개방도 수

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두 실험 모두 실험 과정에서 관찰 및 측정 요소가 정량 측

정 또는 정성 관찰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실험은 실험 목

적에 따라 정량적 결과, 또는 정성적 결과 중 한쪽에 보다 주목하여 관

찰 및 측정을 시행하기는 하나,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

은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과학적 탐구능력에서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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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교육

부, 2015).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관찰

방법과 정성적 관찰 방법 중 한 가지로 편향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는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반응 속도 측정 실험에서는 묽은 염산과 금속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기체

의 부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뒤 성냥불을 대어보는 것으로 발생한 기체

가 수소 기체라는 사실을 정성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 분해

실험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극의 무게를 측정하여 가해준 전기

량과 전기 분해 생성물의 양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안전 관련 유의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

으로 생각된다. 교육과정에서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항을 사전에 지

도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교육부, 2015), AP Chemistry Guided Inquiry

Experiments에서도 모든 실험에 완전한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

큼(Cacciatore, 2014) 실험실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다. 안전 관련 유의점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비율이 각각 0.50, 0.75로

나타나 교과서 개편 방향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긍정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관련 유의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포함 비율이 0.50 이하로 나타나 개선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탐구실험의 목적에는 이론적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실험’이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았던 만큼 실험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

에(이미경, 정은영, 2004)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교과서에서 풍부한 실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

생들은 실험 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실험기구를 직접 다루고 조작하는 과

정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이미경, 정은영, 2004) 실험

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추가된다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보

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서 실험은 학생들에게 향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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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연구할 때 필요한 탐구과정과 기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교육부, 2015) 실제 실험 수행과 관련해서 실험 기법 등 유용한

도움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실험 모두 실험 결과 및 정리에서 학생들이 실험이 끝

난 후 결과를 정리하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토의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탐구능력에는 과학적

사고력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5). 과학적 사고력은 과학적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로, 과학의 지식과 방법,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추리 과정과 논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교육부, 2015). 따라

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

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많은 교과서에서 이러한 부

분이 누락되어 있다. 학생들은 실험을 수행하여 이론적으로 예상한 결과

를 확인하고 결론을 더 확실하게 내릴 수 있으며, 만일 예상한 결과와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정리 및 평가과정을 통해 그 이유를 탐색하

여 정확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실험이 끝난 후

토의하는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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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한점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을 보완하는 데 따르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서 실험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실험이라는 특수성

이 있다. 학교는 수업시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생들에게 탐구 경

험뿐만 아니라 과학적 개념을 교육해야 하는 곳이기에 실험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없다. 실제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과학과 수행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는 이유로 ‘시

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9.3%로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났다(정은영, 최원호, 2014).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수행평가

실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수행평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김석우, 2007).

이는 개방도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교육과정에서

는 과학적 탐구 경험을 통한 탐구 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나(교육

부, 2015), 화학Ⅰ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의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기본 개념의 이해에 목표를 둔 실험과 탐구 능력의 신장에 목표를

둔 실험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순, 신현철, 2016). 교육과

정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험의 개방도 수준을 점차 개선할 필요

가 있으나, 실험을 학생 중심으로 완전한 자율 탐구로 진행하거나 여러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된다. 만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실험

수업을 장려하고 시간을 보장해준다면 학생들이 보다 실제적인 실험 활

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과서를 편찬할 때 다루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탐구실험 과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다루는 내용

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험을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내용을 넣다

보면 교육과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서의 탐구실험을 완

벽하게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과서의 실험 제시 방식도 다소 변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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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직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정이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실험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

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추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과서 구성이 좀 더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실험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풍부

한 실험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과학적 탐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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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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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tudents’ scientific inquiry competency can be effectively

achieved through experimental activities in school, experimental

manuals in a textbook need to present experimental activities

systematically. As a textbook is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curriculum revision, it is important to look at how the way a

textbook presents changes as the curriculum is revi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experimental manuals in the experiments of

reaction rate and electrolysis in 16 textbooks according to curriculum

revision in terms of the openness level, the purpose, the procedure,

and the results. Firstly, the result shows that the openness level of



- 52 -

both experiments represent zeroth or first level in the course of the

curriculum revision, it is appropriate because textbook experiments

are performed at the school site. Second, the ratio of safety

precaution in the procedure is increased a lot, while the ratio of

technique instruction a little, and the main methodology of reaction

rate is quantitative while electrolysis experiment is qualitative, not

providing students with various exploratory experiences. Finally, the

ratio of wrap-up and discussing after an experiment is lower than 0.5

in all textbooks which might be a limit to increase students’ scientific

thin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perimental

manuals in textbooks, including useful help, balanc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wrap-up process after experiment.

keywords : Science Curriculum, Textbook Experiment,

Experiment Analysis, Reaction Rate, Electrolysis

Student Number : 2018-2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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