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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화학교육과를 재학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 그리고 현직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 

사들을 대상으로 NaI 수용액의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하도록 하여 전기분해과정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다. 연구는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지는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에 관련된 교과서 및 대학교 

일반화학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사들의 생각과 교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기분해 생성 

물을 예상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예비 교사들은 표준전극전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표준전 

극전위를 활용하여 생성물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기분해할 때 물이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한다는 점을 이해 

하는 교사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에서도 일부 오류가 확인되었다.

주제어: 오개념, 고등학교 화학 교사, 예비 교사, 고등학생, 화학 II 교과서, 교사교육, 전기분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pre-service teachers’ and chemistry teachers’ conceptions 
related to electrolysis process by predicting electrolysis products in NaI solution.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following interviews were adopted for the research. By the methods, the conceptions of the groups were 
compar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nceptions and explanations of chemistiy II textbooks and general chem
istry books was examined.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pre-service teachers had difficulties in using 
standard electrode potential when they predicted products of electrolysis. Most of the chemistry teachers could use stan
dard electrode potential, but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ater electrolysis in redox reaction. The explanations of chem
istry II textbooks also contained misconceptions.

Keywords: Misconception, High School Chemistry Teacher, Pre-service Teacher, High School Student, Chemistry Ii 
Textbooks, Teacher Education, Electrolysis

서 론

산화, 환원반응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음식의 소화에서부터 광합성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들은 산화, 환원반응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필요 

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화학전지에서 전류가 만들 

어지는 원리도 산화, 환원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 

늘날 전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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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화학전지와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실 

용전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전기분해 

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 

에서는 산화 환원의 개념와 함께 화학전지 및 전기 분 

해에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화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라는 견해가 여러 연구1』에 

서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전기화학에 대한 오개념 연 

구5-14와 오개념의 개선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15-18 

가 많이 이루어졌다.

Sanger와 Greenbowe"는 수용액의 전기분해과정에서 

여러 개의 산화, 환원 반쪽 가능이 가능할 때, 학생들은 

각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 

했으며, 또한 수용액 중의 물 (H아은 반응하지 않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Allsop와 

George5가 학생들이 표준환원전위를 사용하여 생성물 

을 예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Sanger와 Greenbowe1，는 선행연구12•”에서 확 

인된 학생들의 오개념의 원인을 교과서의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언어 사용 때문으로 보고, 대학 화학교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재의 명백한 실수나 애매한 표 

현들, 충분하지 못한 설명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부적절 

한 상황에 과일반화 하도록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유 

발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Ozkaya14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전기화학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고, 그 원인이 

전기화학에 관한 개념들을 중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수업 

또는 교재를 통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Stylianidou, Ormerod와 Ogborn20은 과학교과서에 제시 

된 그림을 분석하여, 교과서 그림이 학생들의 학습에 

매우 중요하므로 그림 이 주는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 

기 위해서 교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과서 저자들에게는 주의 깊고 

신중한 표현과 더불어 그림의 적절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교과서 서술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De Jong, Acamp(倒 Vrdonk4는 과 

학교사들이 가르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며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교수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교과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과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전기 화학이나전기 분해에 관 

련된 과학 교사들과 학생들, 예비 교사들에 관련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그 원인 중 하나로 교 

과서에 대한 문제점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 

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련된 연구21•끄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전기 분해에 관련하여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을 통해 화학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예비 교사 

들의 화학전지나 전기 분해에 대한 개념 등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화학전지와 전기분해는 산화환원 개념을 도입하는 전 

기화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두 영역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기 분해는 전기분해전지라고도 부르며 화학전 

지에서 일어나는 산화와 환원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 

고 이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화학전지를 다룬 후에 

제시되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중학교에 

서 사라지고 대신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에만 제시되 

었다. 전기분해의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은 화학전지 

에서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과는 또다른 관점을 요구 

한다. 즉 화학전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 

면서 생성물이 발생하지만, 전기분해에서는 비자발적으 

로, 즉 에너지를 공급하여주면서 생성물이 발생하기 때 

문에 표준환원전위값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경쟁 이온 

들과 물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화환원 

의 개념과 전기화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상황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분해의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에 대 

한 교사들의 개념과 예비 교사들의 개념을 조사하여 이 

들이 전기화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화학 

II 교과서와 일반화학 교재의 서술에도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에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卫로 이에 대한 연구도 병 

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통 

해 예비 교사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함으 

로써 예비교사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대학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화학교사 17 
명, 사범대학교 화학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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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双L 그리고 화학교육과 1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들은 남자 9명, 여자 8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구성원의 경력은 5년 미만이 1명, 5년 이상 10년 미 

만이 11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명, 15년 이상 20 
년 미만이 1명, 20년 이상이 1명이었다. 화학교육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남 3명, 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说 모두 대학과정을 통해 일반화학 

과 분석화학 과목을 통하여 전기화학을 배운 집단이었 

다. 화학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고등 

학교 3학년 화학II 과목을 통해 전기화학을 배웠으며, 

남자 6명, 여자 12명이었다.

연구 절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해전지와 관련된 

개념의 어려움을 분석한 후,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예비 검 

사를 통해 일차 수정을 한 후, 과학교육전문가와 화학 

교사 3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응한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현직교사, 그리고 예비교사 

집단에서 대상을 선발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보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면담은,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하는 비구조화 면담이었다. 질문의 절차와 반응은 

강요나 제한이 없는 개방적 형식이었다. 면담 대상은 

자원자 위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필요하 

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연구자가 면담 대상을 직접 선정 

하였다. 학생집단은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경 

우 대화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연구대상자들 

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경우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4哓 정도씩이었다. 분석대 

상 교과서는 고등학교 화학 II교과서 12종23-34과 일반화 

학 6종36-41이다. 교과서 분석은 연구자 중 한 명이 일차 

분석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4명의 화학교사와 1인의 

과학교육 전문가가 함께 검토 분석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논의와 조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설명 유형을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처리. 설문결과는 선택형 문항의 경우 응답률을 

응답자의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응답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경우는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같은 유형의 

답을 범주화하여 유형별로 응답자의 수를 나타내었다. 

면담한 대화는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한 자료는 2일 이 

내에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Fig. 1. The electrolysis apparatus of the 0.1 M NaI solution.

Table 1.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tents

What products are generated at each electrode?
Can you write the balanced equation for the overall reaction?
Why do you think so?

설문지. N이 수용액에 두 개의 탄소전극 A, B를 담 

그고, 탄소 A극은 외부전원의 (-片과, 탄소 B극은 외 

부전원의 (+片을 연결한 Fig. 1의 장치를 제시하여 전 

기분해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다. 설문은 3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체적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결과 및 논의

Fig. 1의 N이 수용액의 전기분해장치와 표준 환원 전 

위 표를 제시하여 전기분해 반응시 각 전극의 생성물을 

바르게 예상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표준환원전위 표를 활용했는가의 유 • 무에 대한 응답과 

각 전극에서 예상되는 생성물을 반쪽 반응식으로 서술 

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는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할 때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할 수 있는가의 유 • 무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하여 생성물을 예상한 응답 

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하나는, NaI 수 

용액의 전해질 이온(Na+, I-)과 물이 이온화하여 생긴 

H+와 OH의 표준환원전위를 비교하여 생성물을 예상 

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물분자도 산화, 환원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응답한

2004, Vol. 48,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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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
Table 2. Type of response about predicting products in the electrolysis of the Nal solution

Type of response Number of response(%)
Chemistry II 

Textbook 
(n=12)

General 
Chemistry 

(n=6)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can be 
used to predict

Predicting product Pre-service Teachers
Teachers
(n=17)B(+): anode A(-): cathode

Freshman
(n=18)

Senior
(n=17)

Yes

2I-TI2+2e- 2H++2e-TH2 4(22) 3(17) 12(71) 6(50) 0(0)

② 2I-Th+2e- 2HQ+2e-TH2+2OH- 1(6)* 3(17)* 4(23)* 6(50)* 4(100)*

Sub-total 5(28) 6(34) 16(94) 12(100) 4(100)

No

③ 2I-Th+2e- Na++e-TNa 9(50) 4(25) 1(6) 0(0) 0(0)

The others 4(22) 7(41) 0(0) 0(0) 0(0)

Sub-total 13(72) 11(66) 1(6) 0(0) 0(0)

*Scientific conception.

유형이다.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하지 않고 생성물을 

예상한 응답도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하나 

는, 전해질 이온 (Na+, I-)만이 산화,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그 외의 다양한 응답들은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기타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련 

된 고등학교 화학II 교과서의 서술 유형도 Table 2에 함 

께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1학 

년 예비교사들은 6%1］ 불과하였고, 대학교 4학년 예비 

교사들은 17%, 현직 교사들은 23%로 점차 증가하였다. 

예비교사들의 개념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교 1학 

년의 경우보다 대학교 4학년의 경우에 올바른 과학 개 

념으로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유형 ③의 비율 

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 ④도 역 

시 증가하였다.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학 

생들에 비해 대학 과정에서 분석화학 과목을 통해 전기 

화학을 공부한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올바른 

과학 개념 형성 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였으나, 대학교 

4학년 예비 교사들(17%网 현직 화학 교사들(23%)의 

과학적 개념 형성 비율도 낮다고 말할 수 있다.

현직 화학교사들은 보편적으로 전기분해를 할 때 B(+) 
극에서의 생성물은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A(-) 
극에서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중성인 물이 전기 분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이미 이온화된 수소의 환 

원과정으로 이를 이해하는 오류가 있었다. 비록 물 속 

에는 매우 소량(10-몰)의 수소 이온이 존재하므로 이 

물질도 전자를 받아 환원될 수 있으나, 전기 분해의 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로 극소량의 물질을 생각하는 문 

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할 때 현직교사들은 1명을 제 

외하고는 모두 표준전극전외표를 활용하여 생성물을 예 

상할 수 있었으나, 예비 교사인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생들은 각각 5명, 6명 만이 표준전극전위표를 

활용하여 응답하였다. 예비 교사들이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전해질 수용액에 존재하는 물 

(H2O)의 반응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몇 가지 

반응이 7］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다，고 서술하였다. 이 

러한 결고1에 대하여 Sanger와 Greenbowe(1997)는 수용 

액 반응인 산-염기반응, 갈바니 전지, 평형상수 K 계산 

과정 등에서 물이 항상 무시되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 

적하였다.

분석한 12종의 화학 II 교과서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 

는 6종의 교과서는 ② 유형으로, 그리고 6종은(D 유형 

의 설명으로 제시되었다. 올바른 과학 개념에 해당하는 

② 유형의 예23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화반응은 다음과 같다.

2HO(l：LO2+4H+(aq)+4e-Eo= -1.23 V
2Cl-(aq尸CL+2e- E°= -1.36 V

두 반응식의 전위 값을 비교해 보면, 任ᄋ의 산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생되는 기체는。必卜 아니 

고 Cl2이다. 이와 같이 전기분해가 일어나려면 이론상 

의 계산 값보다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어야 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 전압을 과전압 (over voltage 沪］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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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압은 전극에서 생기는 물질과 전극표면의 상호 작 

용으로 생기는 분극 때문에 필요하다. 과전압은 기체가 

존재할 때 생기며, 염소보다 산소의 과전압이 크기 때 

문에。2 대신 Cl가 생성된다.

음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원반응은 다음의 세 가지 

로 예상할 수 있다.

Na+(aq>+e——Na Eo= -2.71 V (1)
2 H2O(l)+2e^2OH-(aq)+H2 Eo= -0.83 V (2)
2H+(aq)+2e-—H2 Eo=0.00 V (3)

위의 반응 중에서 (1)은 환원전위가 음으로 너무 치 

우쳐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표준 상태에 

서 반응 (3)은 반응 (2)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중성용액에서 반응 (2)와 (3)은 반응이 일어 

날 7］능성이 거의 동등하다. 반응 (3)은 H+의 농도가 너 

무 낮아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실제적 이지 못하므로 반 

응 (2尹卜 음극에서 일어난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준환원전위를 사 

용하여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에 대해 Sanger 
와 Greenbowe1'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표 

준환원전위를 사용하여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하는 것 

이 가끔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기분해 반응을 이해 

하기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표준환원전위는 전기분해 생 

성물을 예상하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이므로 교과서에 

서는 이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기 화학 단원을 분석한 砖의 일반화학교재주 2종38,40 

은 갈바니 전지에 대한 있을 뿐,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 

은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4종36,37"11은 올바른 과학 개 

념인 ② 유형으로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생각과 비교해 볼 때, 화학교사들은 

(。유형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아마 

도 화학 II 교과서의 서술에서 0)유형의 오류가 50% 
나 되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 이 높 

다고 본다. 0)유형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A(-)극에서는 수소 양이온이 환원되 

고, B(+片에서는 요오드 음이온이 산화된다고 응답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 결과, 교 

사들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한 자료 중 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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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설문의 응답을 보며) A극(-극冲서 Na+와 H+ 

와의 경쟁으로 H+이 환원된다고 하셨고, :時(+극) 쪽 

의 산화 반응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I가 산화되는 

걸로 나타내셨네요. 그러면, (+)극에서도 IH에 경쟁하 

는......

현직교사1: OH- 하고 경쟁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척도가 고등학교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중략〉.....

중 략］

현직교사1: 네. 아유 그러니까 저도 혼돈이 있는 부 

분이 있어요.......〈중략〉......솔직하게 얘기해서... B극(+ 

극冲서 산화되는 건 설명할 때 외우라고 그래요

현직교사 1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전기분해반응 

의 (+片에서 산화되어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잘 모른다 

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교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서는 ①유형으로 개념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교과서33 

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용액 중에서 NaCl은 거의 모두가 Na^- Cl-으로 

존재하고 약한 전해질인 물은 그 일부가 H+과 OH-로 

이온화한다. 직류전류를 통하면 양이온인 Na+, H+은 음 

극으로, 음이온인 Cl-, OH-은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때 

음극에서는 h+이 Na+ 보다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우므 

로 H+이 전자를 얻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음극: 2H++2e--H2 (환원)

한편, 양극에서는 Cl-이 OH- 보다 전자를 잃기 쉬워 

서 Cl-이 전자를 잃고 염소기체로 된다.

양극: 2Cl-— CL+2e- (산화)

이러한 설명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고, 따라서 교 

사가 이러한 유형의 응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 

담을 하였을 때 면담에 응한 교사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과서 설명이 부족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학 

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암기하 

도록 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 교사인 대학교 1 
학년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 

의 답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면담한 결과 중 일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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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설문지를 보며) 환원반응에서는 H과 Na+ 

가 경쟁하여 H+이 환원된다고 응답했구나. 산화반응에 

서는 경쟁하는 반응 없이 I-가 산화되는 거니?

1학년 8: OH。］ 경쟁해요.

면담자: 경쟁해서 I기^ 산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1학년 8:................................(한참동안 대답 없음). 지

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중략〉......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수용액의 전기분해에서 Na+와「만이 반응에 

관여하는 거니?

1학년 15: 나트륨이..... 음....

1학년 14: 지금 생각났는데요. 수용액 일 때는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이 환원된다고 배웠던 거 같아 

요 제가 답을 잘못 쓴 거 같아요.

1학년 15: 음... 맞아.

면담자: 수용액 중에서는 왜 나트륨 이온 대신에 수 

소이온이 환원되는 걸까?

1학년 14, 15:.........................

따라서 선행연구들8-11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학교에 

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35이며 학생들과 

교육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학 

습 도구인 교과서의 서술을 보다 명 확하게 수정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현직 화학 교사들이 대부분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 

하여 생성물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유형 ①의 잘못된 생 

각을 가지는데 반해 예비교사들은 표준전극전위 표를 

활용하지 않은 유형 ③과 ④의 잘못된 생각을 상대적으 

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 기타 유형으로 묶은 응답은 

전기 분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거 

나 무응답한 경우이다. 이러한 응답 유형의 비율은 예 

비 교사인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의 생각을 설문지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 ......〈중략〉.....전기분해과정에서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것만이 산화,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가요?

4학년 1: ......〈중략〉.....산화, 환원하면 양이온, 음이 

온 이렇게 그냥 머리 속에 각인된 건 이온 상태만 각인 

되어 가지고, 저도 이온상태만 고려한 거 같아요.

예비교사인 대학교 4학년 학생 1은 표준환원전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A극(-극冲서 나트륨 이온이 환원 

되고 旳•(+극冲서 요오드 이온이 산화된다고 응답한 

유형에 해당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를 면담한 결과, 

단순히 이온과 전기분해를 관련지어 암기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대학교 4학년 학생 6은 표준환 

원전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된 

경우였다.

면담자: 여기 NaI 수용액을 전기분해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4학년 6:...................................... (오랫동안 말이 없음)

면담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4학년 6: 네.

예비교사인 4학년 학생 6은 전기분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이에 관련된 생각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 

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4학년 학생 6과 같 

은 경우에 해당하는 화학교육과 4학년 연구 대상자의 

비율이 41g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이 중등학교 교육내용과 적 

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보편적으로 ①유형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칠 때에는 다를 수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학생들에게 전기분해과정에서 이온이 이동하 

는 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현직교사 5: 애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이온은 (-) 
극 쪽으로, (-) 이온은 (+)극 쪽으로 옮겨 갈 거다. 전해 

질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 설명할 때, (+)이온이 움직 

여서 (-)극 쪽으로, (-) 이온은 (+)극 쪽으로, 그것만 얘기 

하지, 다른 것들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웃으며) 알지 

도 못해요

또다른 교사의 경우에 자신은 ③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대로 가르쳐온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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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전기분해반응은....

현직교사 8: (면담자의 질문을 자르며)이온이 반응에 

관여하는.

중 략］

면담자: 전해질 수용액 속의 HO도 산화, 환원반응에 

관여할까요?

현직교사 8: 이 질문 듣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구요 〈중략〉......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전기적 

인력가지고(-)그이니까 용액 중의(+)전하를 띠는 이온 

들이랑 반응을 한다. 이렇게 유도를 해 가르쳤기 때문 

에...... 저 자신도 그렇게..

면담자: 전기적 인력으로 전기분해를 설명하려면 산 

화,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입자는 이온이었겠네요.

현직교사 8: 예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 중에 

서도 가르칠 때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응 

답한 교사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의 서술에서 전 

기 분해 생성물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경우와 현직 교사 

들과 예비 교사들의 전기 분해 생성물에 대한 잘못된 

사고들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 이 매우 높 

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비교사로서 교육받는 과정을 통 

해서도 수정되지 못함이 드러났으므로 예비교사 교육과 

정에 대한 고찰도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과정은 고등학교 화학 II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단원에는 각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 전기분해 반응 후 각 전극 

주위의 용액의 액성 (pH)변화, 지시약에 의한 색깔변화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 

하면, 전기분해 시에는 (-)극에서는 C讨卜 석출되며, (+) 
극에서는 산소기체 발생되므로 (+)극 주위의 용액의 액 

성은 산성이 되어 pH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분해과정에서의 양적 관계, 즉 

Famday의 법칙을 적용시켜 일정량의 전하량을 흘려줄 

때, 각 전극에서는 어떤 물질이 몇 몰 석출생성되는가 

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분 

해의 이용으로서 전기도금과 금속의 정제에 관한 내용 

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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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도있는 수준까지 전기분해에 관련된 내용 

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 

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원활하게 이루어진 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NaI 수용액 

의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하도록 하는 문제를 통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분해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화학 II 교과서와 예비 교사 교육과정 동안 배우는 일 

반화학 교재의 서술에도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 

재에서 설명된 유형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비교 

사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예비교사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 

해서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교 1학년생들과 4학년생 

들의 생각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전기분해 생성물을 예상함에 있어서 대다 

수의 예비 교사들은 표준전극전위를 적절하게 활용하 

지 못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표준전극전위를 활용하여 

생성물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기분해할 때 물 

이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교사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한 고 

등학교 화학 II 교과서의 절반에서 이러한 잘못된 설명 

이 제시되어 있었다. 많은 화학 II교과서에서 전기분해 

과정을 설명할 때, 양이온은 (-月'(cathode已로 음이온 

은 (+)극 (anodeQ 끌려간다는 점만을 설명하고 있으 

며 물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산화환원 과정에 참여한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 

들8-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와 교사의 개념 형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필 

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었던 대학교 일반화 

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예비교사들의 전기분해에 관련 

된 교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이 앞으로 

교사가 된 다음 겪게 될 어려움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들의 개념 유형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대학교 4학 

년 학생들이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대학교 4학년 

의 경우에는 교사교육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였으므로 

앞으로 교정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매우 적을 수 있다. 

이 결과는 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 이 중등학교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교과 준비 에 소홀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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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횡단적으로 동시간에 여러 집단의 대상들 

을 연구하여 이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고등학 

교 교육과 대학 예비 교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교 

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 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현행 예 

비교사 교육과정 이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적절한 연계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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