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2, Vol. 46, No. 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중 •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볼타전지에 대한 문제점 분석

申東赫t •李相權•崔秉舜*

，대전과학고등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화학교육과 

(2002. 5. 23. 접수)

Analysis of Voltaic Cell Described in the Science Textbo이【s 
of Secondary Schools

Tong-Hyeok Shin', Sang-Kwon Lee, and Byung-Soon Choi*
^Taejon Science High School, Taejon 305-338, Korea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363-791, Korea 
(Received May 23, 2002)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 •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볼타전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 교과서 중 관련 단원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추출한 문제점은 실험을 통해 해결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교과서 분석 결과, 화학전지의 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아 

연판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기전력에 대한 설명, 전극 용어 사용의 통일, 전류에 대한 설명 등 

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전력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 기전력 측정 

값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각 전극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기전력과 표준 환원 전위, 전기음성도, 일함수, 이온 

화에너지 등과 같은 전극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볼타전지의 기전력이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타전지의 기전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볼타전지는 화 

학전지의 도입 부분에서 역사적으로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개념 설명은 다니엘 전지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볼타전지, 갈바니전지, 기전력, 과학교과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voltaic cell described in the science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s.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science textbooks which are related to the voltaic cell were analyzed 
and the problems which were not explained clearly by theorems were tried to be explained by experiments, and lastly sug
gestions were made toward the improvements regarding the voltaic cell in the science textbooks. The findings are that there 
are problems on the ways of ensuring whether the voltaic cell operates properly as a chemical battery, on the explanation 
of why the hydrogen bubbles form at the zinc electrode, on the cell potential, on the unification of the electrode terminology 
used, and on the mention of the current. Solutions to the problems except the cell potential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theoretical potential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potentials of redox reactions at the two electrodes 
of the cell 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des such as the work function, ionization energy, stan
dard reduction potential, and electronegativity. The cell potential of the voltaic cell is explained by several factors. In the 
improved version of the textbook's introduction section to the v이taic cell,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v이taic cell his
torically. For the conceptual section, it sh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Daniel cell.

Keywords: Voltaic Cell, Galvanic Cell, Electromotive Force, Scienc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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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 개념을 이해 

하게 하고 습득하게 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과학 교과의 화학 단원에는 추 

상적인 개념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기화학 분야는 학 

생과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학습 주제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1-3 Allsop와 George4는 학생들이 화학반 

응의 자발성을 예상하는데 기본적인 표준 환원 전위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Birss와 TruaX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에서 전기화학을 배운 학생들이 이 주제 

에 관하여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처럼 전지와 전 

류에 관련된 학생들의 개념 조사와 교수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6-10 공통적으로 전류와 전지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원인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가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인 (misconception着 파악하고 

인지 갈등을 일으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특히 

물리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학생 

들의 전류에 대한 오인의 유형과 그 정도가 학습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11 오인 극복을 위한 특별 

한 처치로서 전류에 관한 실험과 토의 ,12 혹은 교수법의 

변화13 등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Garnett와 Treagust,6-8 Sanger와 Greenbowe10는 전기 

화학에 대한 인터뷰 조사연구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오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을, 첫째, 

충분하지 못한 필수 지식 , 둘째 , 화학적 상황에서 일상 

적 언어의 잘못된 사용, 셋째, 통일되지 않는 다양한 정 

의와 모델의 사용 및 기계적인 암기에 의한 계산법의 

적용, 넷째, 전위의 상대적 성질의 무시, 다섯째, 교과 

서에서 사용되는 정확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개념 

설명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 

기화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원인은 학습자 

가 전기화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지식을 습득하는데 실 

패했다는 점과 교과서에서 관련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분석하고, 관련 내용의 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卜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학 3학년 교과서 ,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화학II의 탐구활동 및 개념설명에 

서 볼타 전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는 중 

학교 과학에 산화 환원 단원이 제외되었으나 8학년 전 

기 단원에 심화 과정으로 과일 전지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실험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화학전지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화 

학II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갈바니가 동물전기를 발견한 후, 볼타는 각각 한 장 

의 아연판과 은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종이를 끼우 

고, 이들을 다시 여러 겹으로 쌓아 전압이 높은 전지를 

만들었다. 산화 •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 최초의 전지로서 과학사적인 

의의가 있다. 오늘날 화학전지는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두 개의 반쪽전지를 연결시키면 전지가 구성 

되는데 흔히 갈바니전지 또는 볼타전지로 총칭하여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볼 

타전지는 묽은 산성용액에 아연전극과 구리전극을 넣 

어 만든 전지로, 과학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험 결과 

와 이론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볼타전지에 대한 중 • 고등학교 교 

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서로 상충되거나 문제가 제기되 

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실험 연구를 통해 설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탐구활동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과 보다 효과적인 개념 설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교과서 분석. 볼타전지의 내용은 중학교 3학년 8종 

과학 교과서의 산화와 환원 단원에, 고등학교 12종 공 

통과학 교과서의 화학에너지 단원에, 고등학교 12종 화 

학II 교과서의 산화 환원 반응 단원에는 탐구활동 부분 

과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교과 

서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 탐구 활동 영역에서는 

전지에서 사용된 전해질, 전극 또는 사용된 금속, 전압 

계의 사용 유무, 꼬마전구 사용 유무 등의 전지의 역할 

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개념 설명 

에서는 아연판에서의 반응에 대한 기술, 구리판에서의 

반응에 대한 기술, 산화 • 환원 반응식의 유무, (-)극과 

(+)극에 대한 설명, 기전력, 분극현상, 화학전지 원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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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 

된 교과서의 종류와 약어는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8종）

A: 교학사송인명외 7인, 1998）
B: 교학사（정창희외 11인, 1998）
C: 금성출판사（김시중외 13인, 1999）
D: 두산刀영희외 12인, 1998）
E: 동화사舟봉상외 7인, 2001）
F: 지학사（공구영외 12인, 1998）
G: 천재교육（우규환외 7인, 2000）
H: 한샘출판권재술외 8인, 1997）

② 고등학교 공통과학（12종）

S-a: 교학사（강만식외 6인, 1996
S-b: 두산刀영희외 13인, 1996）
S-c: 학습개발사（김수용외 1（间, 1996）
S-d: 금성출판사（김시중외 15인, 2001）
S-e: 한샘출판권재술외 7인, 1998）
S-f: 박영사呻규외 7인, 1996）
S-g: 교학사송인명외 11인, 2001）,

S-h: 천재교육（우규환외 11인, 1996）

S-i: 두산자*］외 12인, 1998）
S-j: 지학사（정해문외 11인, 1998）

S-k: 동아서적한복수외 9인, 2001）
S-l: 대한교과서（^하외 8인, 1996）

③ 고등학교 화학11（12종）

C-a: 금성출판사（김시중외 4인, 1995）
C-b: 지학사舟원기외 1인, 1996）
C-c: 박영사呻규외 2인, 2001）
C-d: 두산（소현수외 4인, 1995）
C-e: 형설출판사송호봉외 1인, 1998）
C-f: 청문각（여수동외 3인, 1995）
C-g: 교학사悠］직외 3인, 2000）
C-h: 천재교육（우규횐외 3인, 1998）
C-i: 고려서적（이운주외 2인, 1995）
C-j: 교학사（이원식외 2인, 1998）
C-k: 동硏서적国구조외 2인, 1998）
C-l: 한샘출판（최병순외 4인, 1998）

실험 방법

시료 및 기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전극은 C网 Pb 
（99.99%）, Zn（99.9%：과 Fe（99.5%^ 레아나타리시쿠사 

（Reanatarisiku Ltd 渦 제품을, Ag오卜 Pt（99.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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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전극（95%冷 천일과학 제품을 사용하였다. 전극 

의 종류 이외의 다른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극의 

면적은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실험 중 불순물에 의한 

상이한 결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순도가 높 

은 것（99% 이상着 사용하였다. 전해질에 사용된 시약 

은 교과서에서 주로 사용된 황산（95%）과 염산（35%）을 

그리고 실용 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화칼륨（85%） 
과 특히 망간 건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화암모늄 

（98.5%, Duksan Pure：傷 사용하였다. 황산 수용액은 

3.0 M의 저장 용액 （stock solution 頑로 만들어서 필요 

에 따라 묽혀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볼타전지 실험을 비이커로 하 

였는 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전지는 산화전극과 환원 

전극의 전해질을 비록 동일하게 넣어 사용하더라도 서 

로 섞이지 않게 回관의 중앙에 염다리를 연결하여 만 

든 것으로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극 

사이의 거리에 대한 변인을 통제하여 일정하게 유지하 

게 할 수 있었고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전해질이 쉽 

게 섞이지 않으므로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만을 분 

석할 수 있었다.

전극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압계 （HS- 
DG300-1, Hwa Shin Instruments Co.戸卜 아날-룬LZ 전 

압계 （HS-337-DV3, Hwa Shin Instruments Co.）를 사 

용하였다. 디지털 전압계의 입력 저항 （input impedance） 
은 109。이었으며 측정범위는 10-2 W卜지 가능하였으 

나 전류의 방향을 식별하지 못하므로 아날로그 전압계 

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지 전위를 측정할 때에는

Fig. 1. Cell used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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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완전 평형에 이르러서 전압계의 수치가 안정될 

때 그 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용액별, 농도별로 전극을 

달리하고, 하나의 전극으로 여러 실험을 할 경우에는 

낮은 농도부터 실험을 하였다.

볼타전지의 전극 종류와 산화 환원 전극의 짝, 전해 

질 용액의 종류, 그리고 전해질 용액의 농도를 변화시 

키면서 전지 전위를 측정하였다. 화학전지의 실험은 오 

차가 크므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반복 실험을 하 

였다. 실제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볼타전지에 대한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8종의 교과서에서 볼타 

전지는 대단원 '물질의 반응’ 중 산화와 환원의 소단원 

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Table 1과 2는 각각 볼타전지와 

관련된 탐구활동과 개념설명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볼타전지에 관한 실험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H를 제외한 7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하고 있다. 교 

과서에 제시된 실험 장치를 살펴보면, 꼬마 전구를 사 

용하여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교과서는 2종(F, G), 전 

압계나 회로시험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하는 교과 

서는 5종 (A, B, C, D, E) 이고, 동시에 꼬마 전구와 전압 

계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한 것이 潺 (A, C) 이었다. 이 

와 같이 전압계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계의 내부저항 

이 너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므로, 꼬마전 

구를 연결하여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꼬마 

전구를 연결하여 실험을 하면, 구리 전극에서는 수소 기 

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연 전극에서만 다량 발생한 

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꼬마 전구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구리 전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사실만을 설명하였을 뿐 아연 전극에서도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분극현상에 관한 내용은 D, F, G의 교과서가 간단하 

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8종 교과서 모두 분극현상에 

대한 실험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Table 1. Inquiry activities of voltaic cell unit in science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quiry Activities
Text-book- —

Electrolyte Electrode Volt meter Small bulb Additive description

A
10% H2SO4 Zn, Cu used used Connecting voltmeter with small bulb in series circuit
10% H2SO4 Fe, Cu used used Connecting voltmeter with small bulb in series circuit

orange Cu, Zn used used Using small bulb and circuit tester
B vinegar Cu, Zn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dilute H2SO4 Cu+Zn, Cu+Mg used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10% H2SO4 Zn Observation

C 10% H2SO4 Zn, Cu Observation after connecting two electrodes

10% H2SO4 Zn, Cu used used
Observation after connecting voltmeter with small bulb in 
series circuit

10% H2SO4 Zn, Cu Gas evolution, mass change

D 10% H2SO4 Zn, Cu used Gas evolution, mass change, Observation of voltmeter

10% H2SO4
Zn+Fe, Fe+Cu,

Zn+Cu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E dilute H2SO4 Zn, Cu used Observing variation of metal
dilute H2SO4 Zn, Cu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Observation

F dilute H2SO4 Zn, Cu used Whether or not light small bulb
lemon Zn, Cu used Whether or not light small bulb

dilute H2SO4 Zn Observation of change
G dilute H2SO4 Zn, Cu No touching each other

dilute H2SO4 Zn, Cu used Whether or not light small bulb, Observing variation with time

H no inquir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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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bed concepts of voltaic cell unit in science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ext
book Zn Cu Redox 

equation

Described Concepts

八 1 . Meaning of (-) A , ,-，-Polarization Additive description
and (+) electrodes

A
Zn loses elec

trons and is oxi
dized Zn2+

H+ ions gain elec
trons and are 

reduced to H2 gas
mentioned not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The cell potential is dependent on 
the ionization difference between 
two metals.

B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not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Potential changes with electro
lytes, concentration and metals

C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not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Not mentioned

D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Which metal pair can the highest 
potential gain?

E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not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not mentioned

F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not mentioned

G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mentioned
(-): oxidation
(+): reduction

(-): Materials losing electrons easily, 
(+): Materials gaining electrons well

H the same above the same above mentioned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Table 3. Inquiry activities of Altaic cell unit in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Text- Inquiry Activities
book Electrolyte Metal Volt meter Small bulb Additive description

S-a not mentioned

dilute H2SO4 Zn, Cu 0.96 V used Electron reaction when connecting small bulb, Electron transfer
S-b

" Fe, Cu 0.46 V used Direction of ion migration Vbltage reducing when Fe replaces Zn

used
not Reactions of each metal Direction of electron transfer

S-c dilute H2SO4
used What is voltage if changing Zn into Al, Mg, or Fe?

(CH3COO》Pb Pb, Cu not used not used Comparing before to after connecting two electrodes with copper wire.
S-d three

Zn, Cu
not

used
Measuring current, observation after putting 3% H2O2 into the

oranges used orange when the small bulb is put out

S-e not mentioned

S-f not mentioned

apple
not used used

How about the cell consisted of one metal?
S-g

or pear Which fruit is brighter in the electrochemical cell?

S-h strawberry Zn, Cu not used used Some strawberries in series circuit

S-i not mentioned

S-i not mentioned

S-k
apple Zn,

used
not What are the potentials if metal electrodes are not equal in size?

or pear Cu(Pb) used If metal electrodes are equal in size?

S-l not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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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bed concepts of voltaic cell unit in integrated science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Text-- 
book Redox reaction emf (V)

Described Concepts

…•一 Model ofPolarization ,. ”
voltaic cell

Additive description

S-a
Zn oxidation
H+ reduction

1.1
not 

mentioned
mentioned Describing voltaic battery historically

S-b
Zn oxidation
H+ reduction

not 
mentioned mentioned mentioned

S-c
explanation by 
redox equation

not 
mentioned

mentioned mentioned
Anode: oxidation electrode
Cathode: reduction electrode

S-d
Zn oxidation
H+ reduction

1.0 mentioned Oxidizing H2 to water to remove polarization.

S-e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Introducing voltaic battery as chemical cell

S-f
Zn oxidation
H+ reduction

not 
mentioned

not 
mentioned

mentioned

S-g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Describing concept by using Daniel cell

S-h
Zn oxidation
H+ reduction

not 
mentioned

mentioned mentioned
Adding H2O2 as a oxidant to remove polariza
tion

S-i
Zn oxidation
H+ reduction

1.09
not 

mentioned
mentioned Voltaic battery suggested for reference

S-j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Describing chemical cell by using voltaic cell

S-k
Zn oxidation
H+ reduction

not 
mentioned reducing potential 

during the current 
flow

mentioned Describing chemical cell by using voltaic cell

S-l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Introducing historically

공통과학 교과서. 볼타전지는 대단원 '에너지 ’ 중 ‘화 

학에너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Table 泠 볼타전지에 

대한 탐구활동, Table 4는 개념 설명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볼타전지에 관한 실험은 12종의 공통과학 교과서 중 

에서 6종 (S-b, S-c, S-d, S-g, S-h, S-k)만 제시하고 있 

다. 탐구활동으로서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로 설명한 교 

과서는 1종 (S-b) 이고,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포함한 

교과서는 2종(S-c, S-k)이었다. 'S-c’ 교과서는 아연판 

과 구리판으로 만든 볼타전지의 전압 측정과 함께 아연 

판 대신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을 사용하여 전압을 

측정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S-k’ 교과서는 아연판과 구 

리판의 전압 측정과 구리판 대신에 납판을 사용하여 전 

압을 측정해 보는 실험이 있었다. 꼬마 전구를 사용하 

여 점등을 확인한 교과서는 3종(S-d, S-g, S-h), 전구와 

함께 전류계를 사용한 교과서는 1종 (S-d) 이었다. 전해 

질 용액으로서 묽은 황산용액을 사용한 교과서는 2종 

(S-b, S-c), 아세트산납을 사용한 교과서는 1종 (S-d), 과 

일(오렌지, 사과, 배, 딸기, 귤)을 사용한 교과서는 3종 

(S-d, S-g, S-h)이었다. 또한 분극 현상 즉 전류가 잘 흐 

르지 않으면 과산화수소를 넣어 실험한 교과서는 1종 

(S-d) 이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설명을 살펴보면 (Table 4), 화 

학전지를 설명하기 위해 볼타전지로 도입한 교과서는 

9종 (S-a, S-b, S-c, S-d, S-f, S-g, S-h, S-i, S-k), 볼타 

전지를 역사적으로만 도입한 교과서는 潺 (S-e, S-l), 다 

니엘 전지로 도입한 교과서는 1종 (S-j) 이었다. 볼타전지 

에 대한 기전력을 나타낸 교과서는 3종 (S-a, S-d, S-i), 
분극 현상을 설명한 교과서는 6종 (S-b, S-c, S-d, S-h, 
S-k, S-l) 이고, 3종 (S-e, S-j, S-l)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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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quiry activities of voltaic cell unit in chemistryll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Inquiry Activities
Text-book——

Electrolyte Metal Voltmeter Additive discription

C-a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b not mentioned

C-c 1.0 M HCl Zn, Cu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s in 0.5 M and 1.0 M HC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d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Zn Observation

0.01 M
Cu Observation

C-e Zn, Cu Observation after connecting
H2SO4 Zn, Cu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after connection with Cu wire

Zn, Ag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after connection with Cu wire

C-f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g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h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i orange Zn, Cu used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j lemon Zn, Cu
Zn, Pb used Measuring the cell potential

C-k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C-l not mentioned for voltaic cell Inquiry activity for Daniel cell

든 교과서는 볼타전지의 반응모형을 그림으로 설명하 

고 있었다. 그리고 산화전극을 양극 또는 (-)극, 환원전 

극을 음극 또는 (+片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통 

일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화학II 교과서.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에서 볼타전 

지는 대단원 '화학반응’ 중 산화 환원 반응어］서 설명 

하고 있다. Table 渕 탐구활동州서 볼타전지에 관한 실 

험은 4종류 (C-c, C-e, C-i, C-j)의 교과서에서만 제시하 

고 있으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기전력을 측정한 교과 

서는 1종 (C-c), 아연과 구리전극 대신에 아연과 은전극 

또는 아연과 납전극을 사용하여 기전력을 측정한 교과 

서는 2종 (C-e, C-j) 이었으며 전해질 용액으로는 염산, 

황산, 귤, 레몬 등으로 4종의 교과서가 모두 달랐다. 그 

리고 다니엘전지의 탐구활동만 실시한 교과서는 7종 (C- 

a, C-d, C-f, C-g, C-h, C-k, C-l) 이었으며, 2종 (C-c, C
i 问 교과서는 볼타 전지 실험과 더불어 다니엘전지 실 

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1종 (C-b)의 교과서만 탐구 

활동이 없었다.

12종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설명을 살펴보면 (Table 
6), 화학전지를 설명하기 위해 볼타 전지로 설명한 교 

과서는 5종 (C-a, C-c, C-e, C-g, C-i), 이중에서 다니엘 

전지로도 설명한 교과서는 将(C-a, C-e, C-I)이었다. 그 

리고 5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는 다니엘전 

지로 화학전지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만 볼타전지를 설명한 교과서는 3종 (C-b, 

C-j, C-l) 이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묽은 황산에 담가 

서 서로 닿지 않게 세운 다음, 이 두 금속판을 도선으 

로 연결하여 만든 전지 이며 최초의 화학전지라고 설명 

한 교과서는 'C-b’이고, 최초의 볼타전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교과서는 'C-j’이었다. 그리고, 1796년 볼타가 

소금물에 적신 헝겊이나 마분지를 두 금속판에 끼워서 

만든 최초의 전지라고 설명한 교과서는 'C-l'이었다.

볼타전지의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을 설명한 교과서는 6종 (C-a, C-b, C-c, C-e, C-g, C-i) 
이었고, 'C-b' 교과서는 전극의 분극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제시하였다. 이 踌의 교과서에 제시된 기 

전력을 살펴보면, 교과서 'C-a’는 0.76 V, 교과서 'C-b' 
는 1.1 V, 그리고 약 1.1 V 라고 설명한 교과서는 3종 

(C-e, C-g, C-i)이었고, 교과서 'C-c’는 기전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분극 현상은, 볼타전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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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bed concepts of voltaic cell unit in chemistryll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Text
book

Described Concepts

Voltaic cell Description of chemical cell

Explanation 
of reaction

emf
(V)

Polarization Anode Cathode
Principle 

explanation
Additive description

C-a mentioned 0.76 mentioned (-) (+)
voltaic &

Daniel cell
Potential reducing by local current

C-b mentioned 1.1 mentioned (-) (+) Daniel cell Describing voltaic battery historically

C-c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voltaic cell HCl used

C-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C-e mentioned 1.1 mentioned positive negative
voltaic &

Daniel cell
The cell potential
Zn-Ag > Zn-Cu > Zn-Fe

C-f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Describing the cell potential as emf

C-g mentioned 1.1 mentioned (-) (+) voltaic cell
Potential reducing to 0.4 V by polar
ization

C-h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Describing voltaic battery historically

C-i mentioned 1.1 mentioned (-) (+)
voltaic & Daniel Potential reducing to 0.4 V by polar

cell ization

C-J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Introduction of the first voltaic cell

C-k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Voltaic cell for prerequisite learning

C-l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 (+) Daniel cell Voltaic cell for science history

서 설명하고 있는 踌의 교과서 중 교과서 ‘C-S를 제 

외한 5종의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고, 기전력이 떨어 

지는 이유로 이 현상 외에 아연 전극 속에 불순물로 들 

어있는 미세한 철 입자가 (-) Zn 丨 ESO. I Fe (+) 와 

같은 국부 전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교과서 

는 1종 (C-a) 이었다. 그리고,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각 

각 (-극, (+汚이라고 11종의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으 

나, 교과서 ‘C-e，는 양극, 음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의 문제점 논의와 개선점 제안

전극 용어 사용의 문제. 전지에서는 산화전극을 양극 

또는 (-片, 환원 전극을 음극 또는 (+)극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片, (+)극으로 표시하고 있 

는데 , 전극 반응을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산화전극과 환 

원전극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전지를 사 

용하여 외부 기기를 작동시키는 관점에서는 (-)극이냐, 

(+)극이냐에 관심이 있다. 양극, 음극을 사용하는 경우 

는 환원전극 (cathode)를 음극, 산화전극 (anode)은 양극 

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용어가의미하는 

바와 실제 전극의 (-汚, (+)극이 반대가 되므로 무척 

혼동된다.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 중에서 양극, 음극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C-e), 전기화학 관 

련 내용을 다룰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 

극, (+)극도 전지와 전기분해에서는 바뀌게 되어 이것 

도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전기화학의 반응에 관심 

을 갖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극이나 (+)극으로 사 

용하기보다는 산화전극, 환원전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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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전위의 표현. 교과서에서 전극 전위가 높다 혹 

은 낮다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높다’는 

더 큰 양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낮다느 더 큰 음 

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한다. 그러나 전 

극 전위가 높은 것은 더 양의 방향에 있는 것으로서 전 

자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 즉 전자의 에너지 입장에서는 

낮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오 

히려 전극 전위가 “더 음의 방향에 존재한다”, 혹은 

“더 양의 방향에 존재한다'' 등의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류의 문제. 교과서에서는 전류에 대한 언급이 거 

의 없다. 전지에서는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전자 

가 도선을 따라 흐른다. 즉, 전자는 두 반쪽 전지 사이 

의 전위차를 같게 하기 위하여 낮은 전위에서 보다 높 

은 전위로 이동한다. 전해질 용액 내에서 전류의 흐름 

은 이온들의 이동이다. 따라서, 전지의 전체회로에 두 

전극을 연결하는 도선에서의 전자의 흐름과 전해질 용 

액 내에서의 이온의 흐름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전해질 용액 내에서 두 전 

극과 전극 주변의 전하균형, 즉 전기적인 평형을 이루 

기 위하여 이동 (migration)과 확산 (diffusion：傷 통한 이 

온의 흐름이 있게 된다. 전류의 정의를 전자 또는 이 

온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14

제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 과학 교과서에는，물질’ 단 

원에，전해질과 이온’이 있는데 심화과정으로 염화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 실험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분해는 

전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해야 하지만 심 

화과정에서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전해질 수용액에 이 

온이 존재하고 이동한다는 정도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 

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화학II 교과서에서 

화학전지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화학전지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극사이의 거리, 전극 

의 표면적과 전해질의 농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전 

압은 이러한 변화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전극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극의 표면적 이 넓을수록, 그리고 

전해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이온들의 이동이 쉬어지므 

로 전지의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값이 증가하게 된다. 

시트르산 5% 수용액 (pH 2.20), 레몬 쥬스(pH 2.36)로 

만든 전지와 레몬에 직접 꽂고 실험한 전지를 비교했을 

때, 전압은 세 가지 전지 모두가 비슷하였으나 전류는 

시트르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레몬 쥬스, 레몬 전지 

의 순이었다.15 레몬 쥬스로 만든 전지의 전류가 레몬 

전지 보다 더 크게 나오는 이유는 레몬 전지에서는 이 

온의 이동이 세포막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제

卜 교육과정에 있는 산화 환원 단원이 제외되었다. 그 

러나 8학년，전기 ’ 단원에 심화 과정으로 과일 전지 만 

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 

하게 실험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전지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설명은 없었다. 중학생들은 산소를 기준으로 한 

산화 • 환원 개념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으나 전자를 

기준으로 한 산화 환원 개념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이 

온화 경향에 대한 개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16 이와 같이 전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므로 산화 환원 반응은 중학생 이 학습하 

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제7차 교육과 

정에 산화 환원 단원이 제외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화학전지로서의 작용 확인. 교과서에서 화학전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 측정, 전류 

측정, 꼬마전구의 점등 확인 방법 등을 사용하였는데, 

눈이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압계와 꼬마전구를 함께 직렬로 연결하여 그 

림으로 나타낸 교과서가 있었는데(A와 C),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압은 측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전지 전위를 

측정할 수 없을뿐더러 꼬마전구도 켜지지 않는다. 꼬마 

전구는 보통 1.5 V용이 많이 사용되는데 볼타전지는 약 

0.9 V 정도의 낮은 전압을 나타내므로 켜지지 않는다. 

염다리를 사용하는 다니엘 전지를 두 개 만들어서 직렬 

로 연결하고 발광다이오드나 부저 (buzzer) 등을 사용하 

면 가능하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 색 발광다이오드 

램프는 약 1.8 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나 전류는 극히 

적게 소모하므로 염다리의 저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니엘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약 

2.2 V가 되므로 쉽게 관찰되어진다.

아연전극에서 수소 기체 발생에 대한 논의. 구리판에 

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것보다 아연판에서 수소 기체 

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전지의 저항이 크므로 아 

연판에서 직접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 

에 아연판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교과서 

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 

과서에 언급해야 하고 오히려 전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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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 황산이나 염산 용액에 아연금속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여기에 구리선을 연결하여 구리선 한 

쪽 끝을 산에 담그면 구리에서도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탐구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아연전 

극에서 생성된 전자가 구리선을 통하여 수소이온과 결 

합하여 구리에서도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 함으로써 두 전극사이와 용액을 통해서 전체 전기회 

로가 성립되어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 

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 전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수소기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토의를 하도록 하고, 대안 중에서 해결법으로 다니엘전 

지를 소개한 다음, 반쪽 반응식과 전극의 전위차를 구 

하는 방법 등의 전기화학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Barral 등17은 이러한 실험을 보여주 

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지식을 활용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도록 한 후에 학 

생들의 응답을 분류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 

류의 오인을 파악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전력 측정의 문제. 갈비니전지의 기전력 (electromotive 
force, emf^r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하에서 전극간 

의 전위차 (open-circuit potential)1” 를 나타내는 용어로 

전지 전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갈바니전지에서 두 

반쪽전지들 사이에 측정된 전위차는 그 지점의 전하밀 

도(charge density) 때문이 아니고 존재하는 두 금속과 

전해질 용액의 계면 사이의 전위차의 합이다.

모든 교과서는 기전력의 측정을 전압계로 하였는데 , 

전기화학 연구실에서 전지의 전위를 측정할 때 보통의 

'전압계 (voltmeter)，와는 다른 '전위차계 (potentiometer)’ 
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입력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입력저항을 매우 크게하여 특별히 제작한 전압계를 사 

용하면 기기에 의한 측정오차를 무시할 만큼 정확한 기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Ozkaya1'는 예비교사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명을 제외하고 기전력에 대 

한 과학적 정의를 잘못된 것이라고 답하였고, 35명은 

전압계와 전위차계에 대한 기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모든 교과서의 기전력 측정과 관련된 회로나 

설명부분에서 '전압계 는 '전위차계 로 바뀌어져야 한다.

측정장치의 저항이 크지 않다면, 전류가 측정장치로 

흐르게 되어서 전압강하가 일어나 그 만큼의 전압을 내 

려가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전지가 작동되면 전지의 농 

도가 변하게 되는데 전압을 측정할 때 전지의 농도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예를 들어, 내부저항이 1013 Q의 매 

우 큰 전압계로 전지의 전위차를 측정하는 경우, 전위 

가 1.00 V라면 초당 이동하는 전자수는 1.04X10-18 

mol • e/s 이므로 전압 측정시 생성되는 이온의 농도가 

매우 적어서 전지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일반 전압계로는 전지의 기전력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어렵다. 단지 기전력의 경향성이라든지 상대적인 

비교, 혹은 자발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볼타전지의 기전력 값 차이의 문제. 공통과학 교과 

서와 4종의 화학II 교과서에서는 볼타전지의 기전력이 

이론적인 설명 없이 1.1 园卜고 쓰여져 있고, 'C-a’교과 

서에서는 0.76 \码고 서로 상이하게 쓰여져 있는 데, 

이론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서로 같게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S-b’의 탐구 실험 결과는 오히려 1.1 V 
에 가까운 0.96 V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볼타전지의 

기전력이 교과서마다 다를뿐더러 측정 결과에 대한 설 

명 이 정확하지 않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볼타전 

지의 전극 반응 메카니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다니엘전지는 기전력 측정 결과를 Nernst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볼타전지는 같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볼타전지의 기전력이 반응 초기부터 급격히 떨어지 

는 주된 이유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구리전극에서 

발생하는 분극 현상으로 설명하였으며, 아연전극에 포 

함된 미량의 불순물이 국부 전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함께 다룬 교과서는 'C-a’ 뿐이었다. 볼타전지는 내부 

에 가지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전지 내부에서 소모해 

버리는 자기방전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원인은 수소 

과전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20 전해질 

용액 중의 불순물 이온이 있는 경우나 금속의 불순물 

이 아연전극에 석출되는 경우도, 석출된 금속의 전위 

가 아연전극보다 (+) 전위이면 국부 전위를 형성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아연은 빨리 용해된다. 불순물 

인 Cu, Fe, Ni, Co, Mg, As, Sb 등은 수소 과전압 

이 낮기 때문에 자기 방전의 원인이 된다. 송영보21는 

아연전극을 10% HgCl 나 Hg로 아말감 처리하여 아 

연전극의 국부전지 형성을 감소시키고 구리전극을 가 

열하여 CuO로 처리하면 분극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 

었다. 理로 아말감 처리한 아연전극과 CuBL 표면 

처리한 Cu 전극을 사용하였을 때 1.11 V로 전압과 

전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아말감 아연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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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rious properties of electrodes used in this experiment

Properties
Electrodes

Zn Fe Pb Cu Ag Pt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V) -0.76 -0.44 -0.13 0.34 0.80 1.20
Electronegativity 1.65 1.83 2.10 1.90 1.93 2.28
Ionization energy (kJ/mol) 906 762 716 746 731 870
Work function (eV) 3.63 4.37 4.25 4.48 4.52 5.84
Electrical conductivity (Q-1m-1) 16.9 11.2 4.8 60.7 62.9 9.4

구리전극을 사용했을 때는 1.05 V, 그리고 아연전극 

과 구리전극을 사용하였을 때가 0.89 V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아말감 처리한 아연전극에서는 기포가 거 

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연과 구리 전극 

에 부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치를 하는 경우 아연 

이 산화하는 전극 전위와 수소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환원 전극 전위의 차이가 볼타전지의 기전력을 결정한 

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것은 아연 

과 구리 전극의 특성 이 모두 볼타전지의 기전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험: 볼타전지의 전극 특성이 기전력에 미치는 영향

볼타전지에서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으로 사용된 두 금 

속의 특성이 기전력과 상관 관계를 갖는다. 레몬에 산 

화 환원 전극을 꽂고 전압을 측정한 실험결과 (Zn/Cu: 
0.979 Y Zn/C: 0.989 Y Mg/Cu: 1.5~1.6 V), 산화전극 

을 바꾸었을 때 전압이 크게 변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환원전극을 바꾸었을 때도 전압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 

다.15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전기음성도, 이온화에너지, 

전기전도도, 일함수 등의 금속의 특성이 기전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산화 

전극과 환원전극으로 된 16쌍의 볼타전지를 구성하여 

기전력을 측정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금속의 특성은 

Table 7에 나타내었고 측정한 기전력의 결과는 Table 8 
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 전해질의 농도는 1.0 M로 

하였으며 황산, 염화암모늄, 염산, 수산화칼륨을 사용하 

여 비교하였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기전력이 변화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사용된 전해질에 따라서 경향성은 비 

슷하였지만 기전력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Zn-Cu 
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볼타전지의 기전력은 0.96 V로 

측정되어, 교과서 ‘S-b，의 탐구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 

으며 황산 수용액의 농도를 1.0X10-3 M〜 3.0 M로 변화 

하였을 때 측정된 기전력은 0.90 〜 0.96 V로 수소이온 농 

도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였다.

Table 7과 调 결과를 종합하여 표준환원전위, 전기 

음성도, 이온화에너지, 일함수, 그리고 전기전도도에 따 

른 기전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표준 환원전위에 따른 기전력의 변호卜. 볼타전지의 

환원전극은 직접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는 비활성 전극 

처럼 사용된다. 산화전극을 일정하게 하고, 1.0 M 황산 

전해질에서 환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와 기전력의 관 

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와 같이 환원전극 

의 표준 환원 전위가 증가할수록, 즉 전극이 환원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기전력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 

로 Swartling15의 결과와 경향성은 비슷하다고 보여지지

Table 8. Average cell potentials of various voltaic cells

Electrodes
Cell Potential (V)

1.0 M
H2SO4

1.0 M 
HCl

1.0 M 
KOH

1.0 M
NH4Cl

Zn-Cu 0.96 0.81 1.23 1.02
Pb-Cu 0.17 0.32 0.54 0.37
Fe-Cu 0.47 0.22 0.04 0.50
Zn-Ag 1.15 1.02 1.65 1.14
Pb-Ag 0.30 0.56 0.93 0.60
Fe-Ag 0.72 0.46 0.34 0.64
Zn-Pt 1.45 1.29 1.43 1.49
Pb-Pt 0.66 0.92 0.73 0.89
Fe-Pt 1.00 0.83 0.25 0.97
Zn-C 1.30 1.11 1.27 1.50
Pb-C 0.54 0.45 0.55 0.91
Fe-C 0.95 0.37 0.06 0.95
Zn-Pb 0.79 0.51 0.72 0.64
Zn-Fe 0.41 0.60 1.22 0.60
Pb-Fe 0.38 0.10 0.44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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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Zn-C 网 Zn-C의 두 종류의 실험만 했으므로 결과 

자료의 부족 때문에 확실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환원전극에서는 산화전극에서 생성된 전자가 전위가 높 

은 환원전극으로 이동하고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수소 

가 생성되는 통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전위가 클수록 기전력도 약간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기음성도에 따른 기전력의 변호卜. 전기음성도는 전 

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므로 환원전극의 환원반응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산화전극은 일정하게 

하고, 1.0 M 황산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환원 전극의 

전기음성도와 기전력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전 

기음성도가 증가하면 기전력도 증가하였으나 전해질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에서 다 

소 벗어났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질에 의한 기전력 

의 크기는 환원전극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이온화에너지에 따른 기전력의 변호卜. 이온화에너지는 

산화되는 정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환원전극은 동일한 

전극을 사용하고 산화 전극의 종류에 따라 기전력의 변 

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산화전극의 이온화에너지가 

증가하면 기전력도 증가하였지만, 수산화칼륨 전해질 

용액에서는 납과 철에서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분 

의 경우에 산화전극의 이온화에너지가 클수록 기전력 

이 증가하였다.

일함수에 따른 기전력의 변호卜. 일함수는 물질 내의 

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일이다. 그 

래서 산화전극은 일정하게 하고, 1.0 M의 황산 전해질 

을 사용하였을 때환원전극의 일함수와 기전력의 관계 

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환원전극의

Fig. 3. Variation of cell potential with electronegativity of cath
ode in 1.0 M H2SO4.

일함수가 커질수록 기전력이 커지는 경향이 주로 나타 

났다.

전기전도도에 따른 기전력의 변화. 전기전도도는 전 

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극일수록 기전력 이 클 것으 

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동일한 산화전극을 사용하고 환 

원전극의 전기전도도에 따른 기전력을 살펴본 결과, 일 

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전극 

의 전기전도도는 기전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결과를 얻었다. 전지에서는 금속의 전기전도도의 차 

이보다는 전해질 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더 큰 영향을 미 

친다.

전극 특성이 기전력에 미치는 영향. 실험 결과, 볼타 

전지의 기전력은 각 전극의 산화 환원 반응과 두 전극 

의 특성에 의존하였다. 금속이 산화되는 산화전극은 금 

속의 종류에 따라 기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수소이 

온이 환원되는 환원전극은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 일

Reduction Potential of Cathode (V)

Fig. 2. Variation of cell potential with reduction potential of 
cathode in 1.0 M H2SO4.

Fig. 4. Variation of cell potential with ionization energy of 
anode in 1.0 M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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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ell potential with work function of cath
ode in 1.0 M H2SO4.

어나지 않아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전력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전극의 성질은 표준 환원전 

위, 전기음성도, 일함수, 이온화에너지 등이었다. 실험 

에서 측정한 볼타전지의 기전력은 0.96 V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표준환원 전위로부터 구한 값인 0.76 V와 

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전극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 

는데 , 중 • 고등학생에게는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 

므로 볼타전지에 대해서는 역사적E로만 도입하든지 또 

는, 수소 기체 발생의 관찰을 통하여 전자와 이온의 움 

직임2로 전지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전지의 원리 설명의 

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탐구활동에서는 기전력을 안 

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니엘전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실험하고, 전지의 

과학적 원리와 전지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해야 한 

다고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중 •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볼타전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출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논의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분석 결과, 탐구활동에서는 아연전극에서 수 

소 기체 발생 사실이 진술되어있지 않았으며 화학전지 

로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개념 설명에서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 대 

한 용어의 통일성 문제, 전극전위의 표현 방식의 통일 

성 문제, 전류에 대한 설명 미흡, 전지 전위 측정 기기 

에 대한 인식 결여와 기전력의 이론적 결과들이 상이한 

점, 그리고 실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추출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탐구활동에서는 아 

연판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구리 

전극과 연결하면 전자 이동에 의하여 수소기체가 구리 

전극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로부터 전지 작동의 원리 

를 설명하게 하는 교수법이 필요하며, 화학전지가 작동 

하는 지는 낮은 전력纟로도 쉽게 작동되는 발광다이오 

드나 부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설명에서 

는 통일된 용어와 표현 방식을 제시하였고 기전력의 측 

정은 입력저항이 큰 전위차계 '를 사용하여 측정해야한다.

볼타전지의 기전력 측정 결과가 Nernst 식E로 해석 

되지 않는 문제점은실험을병행하여 해결을시도하였 

다. 실험 결과, 볼타전지의 기전력은 각 전극의 산화 환 

원 반응과 두 전극의 특성에 의존하였다. 산화전극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기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수소 

이온이 환원되는 환원전극도 금속의 종류에 따라약간 

의 영향을 미쳤다. 기전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전극 

의 성질은 표준 환원전위, 전기음성도, 일함수, 이온화 

에너지 등이었다. 실험에서 측정한 볼타전지의 기전력 

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중 • 고등학생에게 

는 학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볼타전지는 화학전지의 

도입 부분에서 역사적 E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전기 

화학의 기본 원리나 개념, 그리고 탐구활동은 다니엘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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