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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화학 평형과평형 이 동에관한대학생들과교사들의개념형성정도를조사하기위하여개 

념검사 문항을 이용하여 서울지역 대학교 1학년 학생 53명, 3학년 학생 2魂, 4학년 학생 26명과 고등학교 교사 10 
명에게 지필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념검사 문항의 내용은 기체의 부분압력과 농도 계산, 기체상 반응의 평형상수 계 

산과 비활성 기체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 약산 수용액에서의 농도 계산과 물 또는 공통이온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에 

관한 것으로 르사:틀리에 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응지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사와 물리화학을 배운 3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일반화학을 

배운 1학년 학생들이나 물리화학을 배운지 년 정도 지난 4학년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선수 개념인 부분압력과 농도 계산에 대한 정답률은 높았으나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화학평형이동 방향을 예 

측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낮게 나타나 계산 능력보다는 반응지수를 이용한 평형이동의 예측에 대한 개념 형성 이 부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화학평 형, 평형이동, 르샤틀리에 원리, 반응지수, 개념조사

ABSTRACT. A concept test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and teachers to identify their understanding of 
chemical equilibrium and equilibrium shift. The subjects were 53 freshmen in the General Chemistry class, 28 juniors 
in the Physical Chemistry class and 26 seniors from a university and 10 high school teachers in Seoul. Test items 
include the calculations of partial pressure and concentration of the gas in the mixture, the equilibrium constant cal
culation and the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an inert gas is added to the gaseous reaction system, and the 
equilibrium concentration calculation and the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water or common ion is added to 
the weak acid solution. The test was focused to identify whether the subjects can predict equilibrium shift using the 
reaction quotient change for the situations in which Le Chatelier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hievements of teachers and juni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reshmen and seniors. Many stu
dents had difficulties in predicting equilibrium shift using the reaction quotient while they could calculate partial pres
sure and concentration for the same situation. It means they are lack of conceptual understanding of chemical 
equilibrium shift.

Keywords: Chemical Equilibrium, Equilibrium Shift, Le Chatelier Principle, Reaction Quotient, Identification of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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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는 과학 개념의 이해와 탐구방 

법의 습득을 통한 문제해결력의 신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 개념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 

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습과정에 

서 항상 가르쳐 주는대로 과학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그 동안의 연 

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수업 전에 나름대로의 선개념 

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배운 내용을 이러한 선개념과 

연관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1,2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의도한대로 개념을 형성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내용을 배워도 학생들마다 다 

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개념은 일 

반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현재의 과학 개념과는 다르 

고(이 경우 오인 또는 오개념, 대체개념이라고도 함), 때 

로는 올바른 과학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요소로 작 

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2 따라서 효과적인 학 

습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가지 

고 있는 선개념과 수업 후에 학생들이 습득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생들의 개념 조사와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세 

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많 

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에 학생들의 개념과 관련된 구성주의 이론이 소개되었 

고,3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80여편의 논문이 학술지 

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의 연구 문제는 

학생들은 어떤 오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오개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오가］념은 얼마나 널리 퍼져 있 

는가, 학습 후에도 오개념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무 

엇인가, 학생들의 개념변화를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 

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4

화학평형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서,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용해침전 반응, 기체 

의 용해도 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며,5 일상 

생활, 공업 및 환경 문제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개념은 여러 가지 종속적인 개념의 이해와 함께 

형식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6-9 따라서 학생들이 이해 

하기 어렵고 또한 가르치기도 어려운 개념 중의 하나로 

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그 동안 화학평형에 대한 오개념을 조사 

하기 위한 연구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4-6,10-28

그 동안 화학평형에 대해 밝혀진 학생들의 오개념은 

선수 개념의 부족과 잘못된 적용(이상기체법칙 , 부분압 

력, 농도, 화학 양론, 반응속도 등), 평형상수와 평형상 

수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르샤틀리에 원리의 기계적 

적용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화학평형 이동과 관련된 

르샤틀리에 원리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데, 많은 학생들이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한 암 

기에 의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Furio 등 

은 기능적 고착 (functional fixedness) 이라고 하였다.12

르샤틀리에 원리는 단순한 원리 적용으로 평형이동 

의 방향을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서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평형계의 조건에 따라 적용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Gold와 Gold는 르샤틀리에 원리의 한계점과 모호한 면 

을 지적하면서 반트호프 (van’t Hoff)의 법칙과 같은 열 

역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것을 주장하였고,13 Allsop과 

George,10 Quilez-Pard 两 Solaz-Portoles4는 화학평형의 

조건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하는데는 반 

응지수 (reaction quotient)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생과 교사들 

의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한 선수 개념의 정립 정도 

를 확인하고, 평형계에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거나 온도 

를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를 주었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 

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르사:틀리에 원리의 이용과 반응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설명하게 하여 화학평 

형과 평형이동에 대한 대학생과 교사들의 개념형성 정 

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서울 지역의 한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 

생들과 고등학교 화학 교사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그 

구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학습 정도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학생 집단은 일반화학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 , 물리화 

학의 열역학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 일반화학과 물리 

화학을 모두 수강한 4학년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교사 

집단은 고등학교에서 공통과학이나 화학을 가르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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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s of subjects

Group Class Number

Freshman General Chemistry 53
Junior Physical Chemistry 28
Senior Finished above two 26

Teacher 10

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경력 3년 미만이 3 
명 , 3년 이상이 薦 이고, 성별로는 남자 4명, 여자 6명 

이다. 교사 집단은 인원수가 적어 집단간 비교에 큰 의 

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 대상에 국한하여 논의 

하고자 하였다.

개념검사지 개발.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한 학생 

들과 교사들의 개념형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들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 

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화학전공 교수 1명과 화 

학 교사 3명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 확정 

된 개념검사지는 3개의 범주로 구성된 총 14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객관식 문항과 이에 대한 이유를 진술하도 

록 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泌/e 2）.
［문항 1｝은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한 선수개념인 

기체의 부분압력과 농도 계산에 관한 것으로 5개의 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 혼 

합물이 든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키거나 용기에 기체를 

더 주입했을 때,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과 농도를 계산 

해보게 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문항 2］ 에 포함된 

반응계의 조건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분압력과 농도 변 

화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항 2］는 기체반응에 대하여 비활성 기체의 첨가나 

반응계의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에 관한 것으로 5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 반응계에 대하여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것이 1문항, 

반응계의 조건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르샤틀리에 원리와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설 

명하도록 한 것이 4문항이다.

［문항 3｝은 수용액에서 산해리 평형에 관한 것으로 4 
개의 소문항으로 되어 있다. 산해리 평형에 대한 평형 

이동은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으므로 학생들이나 교 

사들에게 친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해법의 암기에 의한 

Table 2. Items of the concept test

Category Number Content

[Item 1] 
Calculation of partial 

pressure and 
concentration 
of gas mixture

Calculation of partial pressure of gas in mixture when volume, total pressure and mole of each gas1-1 are given

1-2 Calculation of partial pressure when volume of container is changed at constant temperature

Calculation of partial pressure when known amount of a constituent gas is added at constant vol- 
1-3 1

ume and temperature

1 4 Calculation of partial pressure when known amount of a constituent gas is added and the volume 
of container is changed at constant temperature

Calculation of concentration of gas when known amount of a constituent gas is added at constant 
1-5 1, ,volume and temperature

[Item 2] 
Equilibrium shift 

of gas phase 
reaction

2 1 Calculation of equilibrium constant when initial partial pressures of reactants and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of product are given

2-2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volume is changed at constant temperature

2-3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inert gas is added at constant volume and temperature

2-4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inert gas is added at constant pressure and temperature

2-5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temperature is changed

3-1 Calculation of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hydronium ion when equilibrium constant is given

[ ] 3-2 Calculation of new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hydronium ion when water is added
Equilibrium shift of --------------- ；一；---------；----- ；---------- ；----------------------------

weak acid solution 3-3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water is added

3-4 Prediction of equilibrium shift when salt containing common ion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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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평형이동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문항의 구성은 약산 수용액의 산해리 

평형에 대하여 理。*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는 2문항과 

반응계의 조건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르샤틀리에 원리와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설 

명하도록 한 2문항으로 되어 있다.
*The full score is 52 for the freshman and 54 for the other 
groups. The % is the mean score converted to the full score 
of 100.

38.2점(70.7%炉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학년으로 

34.1점(63.2%)이다. 1학년과 4학년은 각각 23.5점 

(45.2%), 24.7점(45.8%尖로 비슷하며, 50% 미만의 정 

답률을 보인다. t-test 결과 1학년과 4학년, 3학년과 교 

사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p>.05),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4학년의 경우에 1학년과 비슷한 정답률을 나타낸 것 

은 의외인데, 4학년은 개념검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 

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4학년들은 물리화 

학에서 화학평형을 배운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므로 

화학평형에 대한 개념이 유의미하게 정착되지 않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높은 정답률을 나 

타내 대학에서 배운지는 오래 되었지만 현장에서 학생 

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온 것으로 생각 

된다.

다음은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문항 1］ 에 대한 분석. 문항 1｝은 화학평형의 선수 개 

념인 기체의 부분압력과 농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기체 혼합물에서 조건 변화에 따라 

부분압력과 농도를 계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 소문항별 정답률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같은 문항에 대해 객관식 문항의 정답률과 서술형 문 

항의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두 정답률이 같은 경우도 있 

으나 대체적으로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상 집단의 개념형성 정도는 서술 

형 문항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사 집단은 표집의 수가 적으 

므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학년이 다 

소 낮은 정답률(45.7%)을 보였으나 나머지 집단은 60%

개념조사 실시. 1학년 학생들은 일반화학 강의에서 

화학 평형, 산염기 평형, 용해와 침전 평형을 배운 후에 

개념검사지를 정규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3학년 

학생들도 물리화학 강의에서 화학평형과 상평형을 배 

운 후에 개념검사지를 정규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하였 

다. 4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년 말에 

조사를 하였다. 교사들은 인편으로 개념검사지를 해당 

교사에게 보내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 

였다. 따라서 1학년과 码년은 개념검사지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므로 미리 준비를 한 상태이고, 4학년과 

교사는 사전 준비없이 개념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시간은 5哓으로 하였다.

채점 및 결과 분석. 각 소문항들은 객관식 문항에서 

답을 선택하고, 그 답을 선택한 계산 과정이나 이유를 

쓰도록 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점은 객 

관식 문항은 1점, 서술형 문항은 2점으로 하여 소문항 

당 阀 만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평형이동의 방향을 묻 

는 문항에서는 그 이유를 르샤틀리에의 원리로 설명하 

고, 또 반응지수로도 설명하게 했으므로 서술형 문항이 

2개가 되어 5점 만점이 된다. 따라서 ［문항 1｝은 15점 

만점, ［문항 2］는 23점 만점, 문항 3｝은 16점 만점이 되 

어 총점은 54점 만점이 된다. 단, 1학년은 ［문항 2-5］의 

서술형 문항이 1개이므로 ［문항 2］ 가 21점 만점이고 총 

점은 52점 만점이다. 서술형 문항의 응답은 그 내용에 

따라 정답 유형, 오답 유형, 기타, 무응답으로 분류하였 

으며, 이로부터 응답자의 개념형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 분석. 각 집단별로 개념검 

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개 

념검사 점수의 총점은 54점 (1학년은 52점) 만점이므로 

편의상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정답률도 

함께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정답률)는 교사 집단이 

Table 3.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oncept 
test scores for each group

Group Mean(%)*  Std. Dev.

Freshman(n=53) 23.5(45.2) 8.1
Junior(n=28) 34.1(63.2) 9.0
Senior(n=26) 24.7(45.8) 10.0

Teacher(n=10) 38.2(70.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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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item 1]

Item
Freshman(n=53) Junior(n=28) Senior(n=26) Teacher(n=10)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1-1 90.6 81.1 100.0 100.0 100.0 92.3 100.0 100.0
1-2 84.9 79.2 100.0 100.0 96.2 92.3 100.0 100.0
1-3 64.2 34.0 100.0 92.9 73.1 53.8 70.0 60.0
1-4 50.9 22.6 71.4 57.1 57.7 38.5 70.0 50.0
1-5 18.9 11.3 46.4 32.1 30.8 30.8 50.0 30.0

Total 61.9 45.7 83.6 76.4 71.5 61.5 78.0 68.0

*Shaded areas indicate below 4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1학년은 일반화학에서 화 

학평형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기체 법칙과 부분압력, 

농도에 대해 배웠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이 개념 

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소문항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1］은 용기의 부피, 전체 압력, 성분 기체의 몰 

수가 주어졌을 때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을 계산하는 문 

제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에서 모든 집단이 80% 이상 

의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기체 혼합물에 대한 돌 

턴의 부분압력법칙은 고등학교 화학에서 처음 나오는 

데, 이 문항의 경우 단순한 비례논리에 의거한 계산문 

제이므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점수를 받 

지 못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무응답에 의한 것이다.

［문항 1-2］ 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 

켰을 때 기체의 부분압력을 계산하는 문제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에서 모든 집단이 80%정도 이상의 정답률 

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중학교 과정부터 도입되는 보 

일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에는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서도 점수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은 대 

부분 무응답에 의한 것이다.

［문항 1-3］ 은 용기의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성분 기체 한 가지를 더 첨가했을 때 다른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에서 3학년 학생들은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1학년 학생들은 객관식에서 60% 이상의 정답률 

을 보였지만 서술형에서는 40% 미만의 정답률을 나타 

내었다. 이 문항도 대부분 무응답에 의해 정답률이 낮 

아졌으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1학년 18.9%, 3학년 7.1%, 
4학년 15.4%） 기체가 더 첨가되면 전체 압력이 증가한 

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오답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1 
학년들은 부분압력법칙을 사용하여 계산은 하지만 기 

체 혼합물 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1-4］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의 부피 변화와 함 

께 성분 기체를 첨가한 조건 변화로 두 가지의 조작변 

인이 포함된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조작변인이 하나인 

［문항 1-3］ 에 비해 정답률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1학 

년과 4학년은 서술형 문항에서 40% 미만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이 문항도 무응답이 많았으며, 오답으로는 

문항 1-3］ 에서와 동일하게 첨가된 기체에 의한 전체 압 

력의 증가를 고려하지 못하고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증가만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학년 24.5%, 3학 

년 35.7%, 4학년 26.9%）. 이러한 오답자의 수가 문항 

1-3］보다 현저히 늘어난 것은 흥미있는 결과이다. 즉, 조 

작변인이 한 가지일 때는 올바르게 계산하는 학생들도 

조작변인이 두 가지가 되면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5］ 는 용기의 온도와 전체 압력이 일정한 조 

건에서 한 성분 기체를 더 첨가하였을 때 다른 성분 기 

체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로, 기체의 첨가에 의한 용 

기의 부피 증가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앞의 문항들에 비해 정답률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모 

든 집단의 서술형 문항 정답률이 40% 미만으로 나타났 

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11%로 아주 낮았으며, 교사 

들도 30%밖에 되지 않았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예상한 

대로 용기의 부피 증가를 고려하지 못한 오답이 대부분 

이었다（1학년 43.4%, 3학년 46.4%, 4학년 34.6%, 교사" 

70.0%）. 문항 1-3］ 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용기의 부피 

가 일정할 때 기체의 몰 수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는 것 

을 이해하는 응답자들도 용기의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 

의 몰 수가 증가할 때 용기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친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기체법칙에 대한 개념형성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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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기체를 더 

첨가하는 조건 변화에 대하여 용기의 전체 압력이나 부 

피 변화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단순하고 친숙할 때는 기체법 

칙과 부분압력법칙을 적용하여 계산을 잘 하지만, 친숙 

하지 않은 문제 상황이나 조작변인이 두 가지 인 경우에 

는 기체 혼합물 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문항 2］ 에 대한 분석. 문항 2］는 주어진 조건에서 기 

체의 부분압력을 이용하여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항과 

여 러 가지 조건 변화에 따른 평 형 이동의 방향을 르샤틀 

리에 원리와 반응지수 또는 열역학 이론 (van’t Hoff 식 ＞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은 르샤틀리에 원 

리의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이고, 반대로 온도의 변화 

에 따른 평형이동은 르샤틀리에 원리로는 쉽게 답할 수 

있으나 열역학적인 이론의 근거는 친숙하지 못한 경우 

이다. ［문항 2］에 대한 소문항별 정답률은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문항 2］의 전체적인 정답률은 ［문항 1］에 비해 교사 

집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아졌는데, 특히 1학년과 4 
학년은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이 30% 미만으로 아주 낮 

은 정답률을 보였다.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좋은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 2-1］ 은 반응물의 초기 부분압력과 평형에 도달 

한 후 생성물의 부분압력을 주고 평형상수를 계산하게 

한 문항이다. 학생들 중에서는 의외로 1학년의 정답률 

이 가장 높고, 3학년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오답 유형은 평형에서의 부분압력 대신 초기 

상태의 부분압력을 평형상수식에 그대로 대입한 경우로 

1학년 26.4%, 码년 57.1%, 4학년 30.8%, 교사 20.0% 
의 아주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문항 2-1］은 ［문항 2］ 
의 소문항 중에서 3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다른 집단 

에 비해서 가장 낮은 유일한 문항으로, 3학년들의 개념 

형성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문제 이해에서의 단순한 실 

수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풀이의 연습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화학 교과서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예제 형태 

로 제시되는데 비해, 물리화학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계 

산 문제보다는 원론 위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된다.

［문항 2-2］는 평형에서 반응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켰 

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하는 문항으로 이유를 묻 

는 서술형은 르샤틀리에 원리의 적용과 반응지수를 이 

용하여 각각 진술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학년 

과 4학년의 정답률이 낮았는데,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 

답률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았다.

르샤틀리에의 원리로 설명하라는 서술형 문항에는 1 
학년과 4학년이 50% 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가 

장 많은 오답으로는 반응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반 

Table 5.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item 2]

Item
Freshman(n=53)

Multiple Choice Essay

Junior(n=28)

Multiple Choice Essay

Senior(n=26)

Multiple Choice Essay

Teacher(n=10)

Multiple Choice Essay

2-1 58.5 56.6 25.0 25.0 46.2 46.2 90.0 80.0

2-2 60.4
47.2 71.4

65.4
50.0

100.0
90.0

11.3 42.9 26.9 60.0

2-3 43.4
11.3 64.3

23.1
15.4

100.0
90.0

11.3 67.9 19.2 80.0

2-4 1.9
0.0 67.9

23.1
15.4

100.0
70.0

0.0 42.9 15.4 60.0

2-5 69.8
67.9 57.1

46.2
38.5

100.0
90.0

- 64.3 11.5 30.0

Total 46.8 25.7 67.9 56.0 40.8 26.5 ^^■98.0 72.2

*Shaded areas indicate below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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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기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 몰 수가 증가하는 

방향인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것이었다（1 
학년 24.5%, 码년 10.7%, 4학년 26.9%）. 이것은 용기 

부피의 감소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변화를 

되돌리려 한 것으로 르샤틀리에 원리를 잘못 적용한 예 

이다.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라는 서술형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훨씬 낮아졌는데, 특히 1학년은 11.3%에 불 

과했다. 가장 많은 오답으로는 반응 용기의 부피가 감 

소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분압력이 모두 증가한다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응물 또는 생성물 어느 

한 쪽의 변화만 생각하여 응답한 것이다（1학년 24.5%, 
3학년 17.9%, 4학년 23.1%, 교사 20.0%）. 1학년 학생 

들의 경우 무응답 비율도 26.4%로 나타나 일반화학만 

을 배웠을 때는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이용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Quilez-Pard展卜 Solaz-Portoles4가 스페인의 대학교 1 
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반응 

용기의 부피를 변화시켰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 

하고 설명하게 한 문항에서 평 형 이동의 방향을 올바르 

게 예측한 학생은 40%, 설명까지 제대로 한 학생은 

31%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 

다. 이유 설명에서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한 학생이 

21%, 반응지수를 이용한 학생은 10%로 나타나 반응지 

수를 이용한 학생은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났다.

［문항 2-3］ 은 평형에서 온도와 부피의 변화없이 비활 

성 기체를 첨가하였을 때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문 

제이다. ［문항 2-2］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3학년과 교 

사는 유사한 정답률을 보였으나 1학년과 4학년은 객관 

식과 르샤틀리에 원리 적용의 서술형에서 정답률이 크 

게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은 르샤틀리에 원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르샤틀리에 원리 적용에서 나타난 오답 유형으로는 

반응 용기의 전체 압력이 증가하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몰 수가 감소하는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는 것（1학년 28.3%, 3학년 3.6%, 4학년 42.3%）과 비 

활성 기체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학년 26.4%, 码년 3.6%）는 것이었다. 무 

응답의 비율도 1학년 28.3%, 3학년 21.4%, 4학년 

23.1%, 교사 10.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응지수를 이용한 설명에서 나타난 오답 유형은 르 

샤틀리에 원리 적용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1학년 20.8%） 
과 비활성 기체 첨가에 의해 전체 압력 증가와 함께 반 

응물과 생성물의 몰분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것（1 
학년 7.5%, 4학년 23.1%）이 많았다. 무응답의 비율도 

1학년 41.5%, 码년 17.9%, 4학년 30.8%, 교사 20.0% 
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1학년과 4학년의 경우에는 

반응지수 이용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 반응지수로 설명하는 서술형 

의 정답률이 르샤틀리에의 원리로 설명하는 서술형의 

정답률에 비해 같거나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경우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의 변화를 이 

해할 수 있어야 르샤틀리에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비활성 기체 첨가에 따른 

부분압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면 반응지수를 이용 

하여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Quilez-Pard^l- Solaz-Portoles4의 연구에서 이와 유사 

한 문항에 대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은 평형 

이동의 방향 예측에서 65%, 이유 설명에서 9%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이유 설명에서 정답률이 

대폭 감소하였다. 오답의 유형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유 설명에서 정답자로 분류한 9%의 학생 중 

르샤틀리에 원리를 사용하거나 반응지수를 완벽하게 사 

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 

의 문제에서 르샤틀리에 원리의 적용만으로 문제 해결 

이 어렵다는 위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 2-4］는 평형에서 온도와 전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였을 때 평형이동 방 

향을 예측하는 문항이다. 문항 2-3］ 에서는 반응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므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전체 압력 

이 높아지지만 여기서는 반응 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조 

건이므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반응 용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1학년을 제외하고는 ［문항 2-3｝의 경우 

와 비슷한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1학년은 정답률이 객 

관식 1.9%, 서술형 두 가지가 모두 0%로 아주 낮게 나 

타나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 용기의 부피 증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물리화학을 배운 집단과 배우지 않은 집단간에 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한 설명에서 1학년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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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답률은 아주 낮았지만 3학년과 교사 집단은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해 반응 

용기의 부피가 늘어나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이 감소하 

므로 몰 수가 증가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고 하였다. 오답으로는 앞서와 같이 비활성 기체의 첨 

가는 평형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1 
학년 37.7%, 4학년 26.9%과 기체 첨가로 부피가 늘어 

나므로 부피를 감소시키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1학년 18.9%, 4학년 23.1%）, 그리고 전체 압력이 일 

정하면 기체 첨가로 부피는 늘어나나 부분압력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1학년 11.3%, 4학년 11.5%）이 

있었다.

반응지수를 이용한 설명에서는 3학년과 교사들의 정 

답률이 다소 낮아졌다. 대표적인 오답 유형은 르샤틀리 

에 원리 이용의 경우와 유사하였고, 무응답의 비율이 

높았다（1학년 34.0%, 3학년 25.0%, 4학년 23.1%, 교사 

20.0%）.
Quilez-Pard〈舟 Solaz-Portoles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한 문항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평형 

이동의 방향 예측은 12%, 이유 설명은 10%로 낮게 나 

타나 비활성 기체의 첨가로 인한 용기의 부피 증가를 

인식하는 학생은 별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연 

구에서 교사들도 30%만 부피 증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io 등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문항에서 이 

유 설명까지 모두 맞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3%, 3학 

년 12%로 낮게 나타났다.

[문항 2-2] 에서 문항 2-4明지는 모두 평형에서의 조 

건 변화에 따라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하는 문항인데, 

물리화학을 방금 배운 3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모든 

문항에서 높게 나온 반면, 일반화학만을 배운 1학년 학 

생들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 특히 비활성 기체 

첨가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고, 그 중에서도 부 

피보다는 전체 압력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경우의 정 

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반응지수의 이용보다는 

르샤틀리에 원리의 단순 적용에 익숙한 1학년 학생들 

의 경우비활성 기체를첨가하는 상황의 이해가부족할 

뿐 아니라 조건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문제 상황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 

하는 기능적 고착 （functional fixedness） 이나 문제 해결 

에 필요한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조건만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환원 （functional 

reduction问 해당하는 오답들이 많았다.12 따라서 올바 

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학평형에 관한 근본적인 이 

해와 함께 적절하게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 함 

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2-5] 는 발열반응에서 평형계의 온도를 증가시 

켰을 때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문항으로 서술형 문 

항은 르샤틀리에 원리로 설명하는 것과 열역학 이론에 

기초한 평형상수의 온도의존도로 설명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형의 두 번째 문항은 1학년에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개념검사지에 포함하지 않았 

다. 이 문항의 결과는 특이하게 객관식과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한 서술형에서 1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가 

장 높게 나왔는데,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의 경우 

르샤틀리에 원리를 암기함으로써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진구26의 연구에서 

도 일반화학만 배운 집단과 물리화학을 배운 집단의 정 

답률이 4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르샤틀리에 원리 적용에서 오답 유형은 온도를 높이 

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압력이 높아지므로 압력을 감 

소시키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문제에 주어 

진 AH°〈癮 흡열반응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 있었다.

평형상수의 온도의존도로 설명하는 문항에서는 4학 

년과 교사의 정답률이 대폭 낮아졌는데, 열역학을 방금 

배운 3학년에 비해 문제에 주어진 열역학 관계식을 변 

형하여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도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 

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무응답이 많았으며 （3 

학년 7.1%, 4학년 34.6%, 교사 50.0%）, 오답으로는 온 

도가 올라가면 평 형상수가 감소하는 것은 알았으나 평 

형상수를 크게 하기 위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4학년 26.9%：과 온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것, 대수식에서 독립변수의 부호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크기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한 평형 

이동은 르샤틀리에 원리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반응 

지수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상 

수의 변화는 교과서에서 평형이동과 연관시켜 설명하 

고 있지 않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정답률 

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학년들은 단순한 계산이 

나 르샤틀리에 원리의 적용에서는 정답률이 높았지만 

기체의 부분압력이나 반응지수에 대한 개념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열역학을 방금 배운 3학년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회학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한 대학생고］- 교사들의 개념 조사 273

Table 6.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item 3]

Item
Freshman(n=53) Junior(n=28) Senior(n=26) Teacher(n=10)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Multiple Choice Essay

3-1 83.0 88.7 82.1 82.1 65.4 69.2 90.0 70.0

3-2 66.0 56.6 64.3 53.6 57.7 53.8 70.0 80.0

3-3
49.1 21.4 23.1

20.0 ■
20.0

7.5
35.7

10.7 0.0 0.0

3-4
77.4 QQ 1 78.6 73.1

100.0
90.0

43.4 64.3 61.5 80.0

Total 73.6 53.8 66.1 51.8 64.4 46.8 70.0 56.7

*Shaded areas indicate below 40%.

은 이러한 개념들을 대체로 잘 연관시켜 문제를 해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 에 대한 분석 문항 3］은 화학평형 개념을 수 

용액의 산해리 평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평형에서 생성물의 농도 계산, 물 또는 공통 

이온을 첨가했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소문항별 정답률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약산의 산해리 평형에 대한 ［문항 3］ 에 대해서는 전 

체적으로 ［문항 2怛다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며, 집단 

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3-3］ 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산 

해리 평형은 평형이동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문제로 응 

답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문제상황이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문항 3-1］은 약산의 이온화 상수가 주어졌을 때 

H3O+ 이온의 평형 농도를 계산하는 문항으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이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1학년의 정답률이 높은데 일반화학 교과서에 

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항 3-2］ 는 약산 수용액에 물을 가하여 희석시켰을 

때 ［Hq+］를 계산하는 문항으로 문항 3-1闾 유사한 문 

제이지만 조금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서술형 문 

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물을 첨가하였을 때 용액의 

전체 부피를 잘못 인식한 학생들이 있었다.

［문항 3-3］은 평형에 있는 약산 수용액에 물을 가하 

여 희석시켰을 때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문항으로 

상당히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앞 문항들의 

분석을 통해 평형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잘 정립되 

어 있다고 생각된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답률이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르샤틀리에 원리로 설명하는 문항에서는 물의 첨가 

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증가시 

키기 위해 몰 수가 증가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 

동한다는 완벽한 응답은 아주 극소수였으며 （1학년 1.9%, 

3학년 3.6%）, 대부분의 정답자들은 단순하게 물을 반응 

물로 생각하여 평형계에 반응물을 첨가하면 평형이 정 

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오답 유형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물은 용매 이므로 농도가 일정하고 반 

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평형이동이 없다는 것 

（1학년 15.1%, 潛년 28.6%, 4학년 15.4%, 교사 20.0%）으 

로 용액에 용매를 첨가하면 용질의 농도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기체 평형계에 비활 

성 기체를 첨가했을 때의 응답과 유사하다. 다른 오답 

으로는 기체 평형계에서의 응답과 같이 용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반응물 또는 생성물에만 그 

사실을 적용한 경우이다.

반응지수로 설명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더욱 낮 

은데, 이로부터 위의 르사:틀리에 원리 적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형이동의 방향을올바르게 예측한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물의 첨가에 의한 용질의 농도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평형계에 반응물을 첨 

가한 것으로 보고 르샤틀리에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Quilez-Pard（回 Solaz-Portoles4의 연구에서도 평형 이 

동의 방향은 31%가 올바르게 예측했으나 이유 설명까 

지 맞은 학생은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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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4］ 는 평형에 있는 약산 수용액에 공통이온이 

포함된 염을 첨가하였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하 

는 문항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의 정답률이 높게 나 

타났다. 공통이온 효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루어온 익 

숙한 문제 상황이고, 르샤틀리에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학년의 경우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43.4%로 낮게 나타나 반응지수를 이용污］는데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해리 평형에서 평형농도의 계 

산이나 공통이온 효과에 의한 평형이동에 대해서는 학 

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나, 용매의 첨가에 의한 평형 

이동의 예측과 같이 생소한 문제 상황에서는 학생들뿐 

만 아니라 교사들도 상당히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연관 문항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검사 

문항은 서로 연관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의 

세 범주로 되어 있다.

A. 평형 이동의 예측에 필요한 선수 개념인 부분압력 

또는 농도의 계산.

B.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하여 평형이동의 방향 예 

즉하기.
C. 조건 변화에 따른 반응지수의 변화를 적용하여 평 

형이동의 방향 예측하기.

서로 연관된 문항들은 네 가지 상황에서 주어졌는데, 

각각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피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 예측. 기체상 평형 

에서 부피를 변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연관 문항은 ［문 

항 1-2］와 문항 2-2］ 이다. ［문항 1-2］는 용기의 부피 변 

화에 따른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을 계산하는 문제로 범 

주 A에 해당하며, 문항 2-2］는 같은 조건 변화에 대하 

여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하여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 

하는 범주 B와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범주 C에 해당한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질문 

에 대한 정답 여부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문항 1-2］ 
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모두 맞은 경우를 정답으로 하여 

Q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오답으로 하여 X로 나타내었 

다. 문항 2-2］ 도 정답은。로 오답은 XL 나타내었다.

세 가지 범주 A, B, C 에 대하여 모두 바른 답을 한 

(0,0,0：帛형의 비율은 1학년이 11.3%로 가장 낮고, 3 
학년이 39.3%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선수 개념인 부분 압력의 계산 능력에 대한 범주 A 
와 평형이동 방향을 반응지수로 설명하는 범주 C의 관

Table 7.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volume change in 
item 1-2 and item 2-2 (frequency(%))

Response 
(A, B, C)

Freshman
(n=53)

Junior
(n=28)

Senior
(n=26)

Teacher 
(n=10)

(0, 0, 0)
6

(11.3)
11

(39.3)
7

(26.9)
6 

(60.0)

(0, 0, X)
14

(26.4)
9

(32.1)
6

(23.1)
3 

(30.0)

(0, X, X)
22

(41.5)
7 

(25.0)
11

(42.3)
1 

(10.0)

(0, X, 0)
0 

(0.0)
1

(3.6)
0 

(0.0)
0 

(0.0)

(X, 0, X)
5

(9.4)
0 

(0.0)
0 

(0.0)
0 

(0.0)

(X, X, X)
6

(11.3)
0 

(0.0)
2

(7.7)
0 

(0.0)

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범주 A는 정답이나 범주 

C는 오답인 (0,0,X)와 (O，X,X冊형의 합이 50% 이상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피를 조작변인으로 하였을 

때 부분압력을 계산할 능력은 있으나 이를 반응지수에 

적용하여 평형이동을 설명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과 4학년의 경우 부분압력 계산만 

맞은 (0,X,X：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형이동에 대 

한 개념 자체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건 변화에 따른 평 형 이동 방향을 르샤틀리에 원리 

로 설명하는 범주 B와 반응지수로 설명하는 범주 C의 

정답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 B와 C 에 모두 정답을 

한 (0, 0,0：유형과 범주 既 정답이나 범주 C는 오답 

인 (0, 0, X：유형을 비교해보면 (0, 0, X冷형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들은 (0,0,X)유형이 

(0,0,0：유형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평형이동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도 많음을 보여준다. 또 

한 1학년에서는 다른 집단에서 볼 수 없는 (X, 0, X)유 

형이 9.4%로 나타나 기본적인 선수 개념이나 반응지수 

에 대한 이 해가 없어도 르샤틀리에의 원리만을 암기하 

여 평형이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0,X,0：유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반응지수 

를 이용하여 평형이동을 설명할 수 있으면 르샤틀리에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 예측. 용기의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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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adding inert gas at 
constant volume and temperature in item 1-3 and item 2-3 (fre- 
quency(%))

Response 
(A, B, C)

Freshman
(n=53)

Junior
(n=28)

Senior
(n=26)

Teacher 
(n=10)

5 15 4 7
(O, O, O) (9.4) (53.6) (15.4) (70.0)

0 2 0 0
(O, O, X) (0.0) (7.1) (0.0) (0.0)

12 6 10 0
(O, X, X)

(22.6) (21.4) (38.5) (0.0)

1 3 0 0
(O, X, O)

(1.9) (10.7) (0.0) (0.0)

(X, O, O)
2

(3. 8)
1

(3.6)
0 

(0.0)
1 

(10.0)

(X, O, X)
1

(1.9)
0 

(0.0)
0 

(0.0)
1 

(10.0)

0 0 1 0
(X, X, O)

(0.0) (0.0) (3.8) (0.0)

32 1 11 1
(X, X, X)

(60.4) (3.6) (42.3) (10.0)

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문항 1-3］ 과 ［문항 2-3］ 

에 대한 응답 분포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O,O,O：유형의 비율은 3학년과 교사들은 

높게 나왔으나 1학년과 4학년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 

타났다. 아울러 1학년과 4학년은 (X,X,X)유형의 비율 

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비활 

성 기체를 첨가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압력 계산과 평형 

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범주 A 와 범주 C 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O, X, X冷형 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조건 변화에 따 

른 부분압력의 계산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평형이동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음을 보여 

준다.

범주 日와 범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O,O,X)유형 

과 (X,O,X冊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비활성 기 

체를 첨가할 경우 르샤틀리에 원리의 단순 적용이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O,X,O)유형도 몇 사람 

있었는데, 이는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평형이동을 설명 

할 수 있음에도 르샤틀리에 원리로는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온도와 전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 예측. 온도와 전체 압력을

Table 9.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adding inert gas at 
constant pressure and temperature in item 1-5 and item 2-4 
(frequency(%))

Response 
(A, B, C)

Freshman
(n=53)

Junior
(n=28)

Senior
(n=26)

Teacher 
(n=10)

(O, O, O)
0 

(0.0)
5

(17.9)
2

(7.7)
4 

(40.0)

(O, O, X)
0 

(0.0)
3

(10.7)
0 

(0.0)
0 

(0.0)

(O, X, X)
6

(11.3)
1

(3.6)
6

(23.1)
1 

(10.0)

(X, O, O)
0 

(0.0)
6

(21.4)
2

(7.7)
2 

(20.0)

(X, O, X)
0 

(0.0)
5

(17.9)
0 

(0.0)
1 

(10.0)

(X, X, O)
0 

(0.0)
1

(3.6)
0 

(0.0)
0 

(0.0)

(X, X, X) 47
(88.7)

7 
(25.0)

16
(61.5)

2 
(20.0)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한 ［문항 1-5］와 

문항 2-4］에 대한 응답 분포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이 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O,O,O)유형 

의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동일한 비활성 기체의 첨가인데도 Table 8에 비해 현저 

하게 (O,O,O冷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X,X,X)유형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전체 압력 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반 

응 용기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범주 A와 범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X,X,X)유형 

의 비율도 높지만 (O,X,X)유형도 다수 있어 부분압력 

의 계산 능력은 있으나 평형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X,O,O冷형도 다수 있었는데 범주 A와 범주 回 문 

제는 반응계의 조건 변화가 동일함에도 단순 계산인 범 

주 A 에서는 오답을 하고 평형이동까지 설명하는 범주 

C 에서는 정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범주 日와 범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3학년에서 

(O,O,X：유형과 (X,O,X：帛형이 다수 있어 반응지수를 

이용한 설명은 못하지만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 정성 

적으로 평형이동을 예측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 

은 단순히 르사:틀리에 원리를 암기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의 특성상 반응 용기의 부피 변 

화를 인지해야만 평형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개념형성이 부족한 다른 학년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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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adding water to the 
weak acid solution in item 3-2 and item 3-3 (frequency(%))

Response 
(A, B, C)

Freshman
(n=53)

Junior
(n=28)

Senior
(n=26)

Teacher 
(n=10)

(O, O, O)
2

(3.8)
2

(7.1)
0 

(0.0)
0 

(0.0)

(O, O, X)
13

(24.5)
2

(7.1)
4

(15.4)
2 

(20.0)

(O, X, X)
15

(28.3)
11

(39.3)
10

(38.5)
5 

(50.0)

(X, O, O)
2

(3.8)
1

(3.6)
0 

(0.0)
0 

(0.0)

(X, O, X)
9 

(17.0)
1

(3.6)
2

(7.7)
0 

(0.0)

(X, X, X)
12

(22.6)
11

(39.3)
10

(38.5)
3 

(30.0)

한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약산 수용액에서 물의 첨가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 예측. 

약산 수용액에 물을 첨가한 [문항 3-2] 와 [문항 3-3] 에 

대한 응답 분포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이 조건 변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O,O,O)유형 

의 비율이 매우 낮고 (X,X,X)유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약산 수용액에 물을 첨가하면 용액 

부피의 증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 

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앞의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의한 부피 변화의 경우와 유사하다. 특히 3학년과 교사 

의 정답률도 낮은 것은 지금까지의 교과 내용이나 교수 

방식을 생각할 때 수용액에서의 평형이동이 기체상에서 

의 평형이동만큼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 학생들과 교사 

들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 A와 범주 C의 관계를 살펴보면 (O,O,O)유형 

에 비해 (O,O,X：帛형과 (O,X,X冊형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높으므로 선수 개념인 농도 계산을 못해서 반 

응지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범주 

B와 범주 C의 관계에서는 (O,O,X)유형과 (X,O,X)유 

형의 비율이 높게 나와 르샤틀리에 원리 적용에서 물의 

첨가에 의한 부피의 변화를 인식했다기보다 단순히 물 

을 반응물로 보고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주 A 에서는 정답을 했 

으나 범주 C 에서는 오답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 

아 조건 변화에 따른 부분압력이나 농도의 계산 능력은 

있으나 평형이동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주 B 에서는 정답을, 범주 C에서 

는 오답을 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비활성 기체의 첨 

가나물의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은르샤틀리에 원리만 

으로는 설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교사들의 화학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한 개념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검 

사지를 사용하여 조건 변화에 따른 부분압력과 농도의 

계산, 평형에서의 조건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방향을 

르샤틀리에 원리와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설명 

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개념검사에 대한 정답률은 대학교 1학년 45.2%, 3학 

년 63.2%, 4학년 45.8%, 교사 70.7%로 나타나 학생들 

중에서는 물리화학을 배운 3학년들의 정답률이 1학년 

과 4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화학을 배운지 1년 정도 지난 4학년들의 정답률이 3학 

년보다 낮은 것은 개념검사를 위해 복습할 기회를 주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학생들의 개념이 유의미하게 정착 

되지 못하여 지속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화학평형의 선수 개념인 부분압력과 농도 계산은 대 

체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상황이 단순하고 

친숙할 때는 기체법칙과 부분압력의 법칙을 잘 적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를 더 첨가하였을 때 용기의 부피가 증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30-50%나 

되어 친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는 기체 혼합물 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기체를 더 첨가하는 문항에 대 

한 정답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기체법칙에 대한 개념형 

성 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체 반응계에 대해 조건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을 예 

측하고 설명하는 문항에서 3학년들은 정답률이 높았으 

나 1학년과 4학년들은 개념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비활성 기체의 첨가에 따른 평형이동은 르 

샤틀리에 원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 

났으며, 반응지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르샤틀리 

에 원리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같 

은 조건 변화에 대하여 부분압력의 변화를 계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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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수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부분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평형 이동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반응지수를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 

였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반응지수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고 르샤틀리에 원리 적용도 단순한 경우에만 가능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화학에서부터 르샤틀리에 원리를 

가르칠 때 반응지수와 병행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평형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평형이동의 방향을 르샤틀리에 원리로는 대부분 쉽게 

예측하였으나 그 이유를 온도 변화에 따른 평 형상수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생소한 문제로 4학년과 교사들- 

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수용액에서 산해리 평형에 대해 물을 첨가했을 때 평 

형이동을 예측하게 한 문항에서는 물을 반응물로 생각 

하여 르사:틀리에 원리로 설명한 학생들은 상당수 있었 

으나 물의 첨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여 

평형이동이 일어난다고 응답한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 

하였다. 이 문항은 앞에서 설명한 기체 반응계에 비활 

성 기체를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물의 첨가에 

의한 농도 변화 계산을 제대로 한 학생들이 각 학년 모 

두 50%가 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반응지수를 이용 

하여 평형이동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반면에 공통이온 

의 첨가에 의한 평형이동은 정답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친숙한 문항과 친숙하지 않은 문항 

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르샤틀리에 원리는 평형이동의 방향을 쉽게 예 

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활성 기체의 첨가나 용 

매의 첨가와 같이 르샤틀리에 원리의 단순 적용이 어려 

운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포기하거나 르샤틀 

리에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르샤틀리에 원리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반응지수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르샤틀리에 원 

리가 성립되는 이론적인 근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생들은 조건 변화에 따른 부분압력 이나 농도 

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반응지수를 

이용하여 평형이동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의 화학시험 문제가 용어 

의 정의나 수리적인 조작 능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념의 이해보다는 문제의 해 

법을 암기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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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일상적인 평가에서 학생들의 기본 개념과 그 적 

용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하여 수업 계획을 할 때 본 연구의 개념 

검사에서 밝혀진 학생들의 오류와 오가］념들을 참조하 

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개념검사 결과 대학교 3학년 학생들 

의 정답률이 높은데 비하여 4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은 

낮게 나타나 한 번 형성된 개념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요 개념들에 대해 

서 학습 후 개념의 지속 정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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