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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상평형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둥학교 화학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53명의 교사들을 선정하여 이 연구에서 개 

발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물리화학 전공 교수 2인과 분석화학 전공 교수 1인에게도 면 

담을 실시하여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승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설문 응답한 53명의 

교사 중 41 명 이 승화 현상이라고 답하였다. 승화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승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교사들은 상평형 그림에서 외부압이 1기압일 때 

승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응답하였다. 17명의 교사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에 표현 

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으며 , 34명 이 나타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대 부분 상평 형 그림 에 언 빨래 가 마 

르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주제어: 중등학교, 화학전공 교사, 교사의 인식, 승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 화학교육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secondaiy school chemistry major teachers' perceptions of sublimation related to 
the drying phenomenon of frozen wash and representation of the phenomenon on phase diagram. The subjects were 53 
teachers for th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study, and interviews. The two professors who majored physical chem
istry and one professor who majored analytical chemistry at teacher's college were interviewed for teacher educators' per
ceptions of subli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orty one teachers among fifty three teachers thought that the drying 
phenomenon was sublimation. The most teachers who thought that the phenomenon was sublimation responded as a rea
son that solid state changes to gas state. The teachers who thought that the phenomenon was not sublimation responded 
as a reason that the 1 atm of air pressure was not the condition of sublimation. Seventeen teachers thought that the drying 
phenomenon of frozen wash could be represented on phase diagram, but thirty four teachers thought that it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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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most teachers confused the scientific representation of the phenomenon, and felt difficulties to teach the contents to 
students.

Keywords: Secondary School, Chemistry Major Teacher, Teacher's Perception, Sublimation, Drying Phenomenon of 
Frozen Wash, Phase Diagram, Chemistry Education

서 론

물의 증발과 얼음의 승화 현상은 과학교육과정에 

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된 초, 중등학생들의 개념은 과학교육과정을 통해 추 

구하는 개념과 매우 다르다는 연구들山이 국내외에 

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 중 고영미의 연구I에서 

는 상태 변화의 개념과 보존 개념 및 증발 조건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학적 개념이 증가하는 반면에 

과학자의 개념과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아동의 개념 

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 교사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阪에서도 다양한 개념들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문 

제를 제기한 연구心$도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과학교육과정 에 서는 중학교에 서 증발과 

끓음, 얼음의 승화 등의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현상 수 

준으로 다루면서 입자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 

고 고등학교 화학 II 교과서 에서 부터 는 상평형 그림 

과 함께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관찰한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저 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고학년에서 다 

루어지는 관련 내용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면 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다양한 혼란을 가지 게 될 

수 있다. 그 예 중 하나가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로 설명할 때 이다. 흔히 승화성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드라이아이스 경우를 살펴보면, 삼중점이 5.11 

기압에 위치하므로 대기압에서 충분히 승화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얼음의 경우 삼중점 이 0.006기 압 

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기압인 1기압 하에서 겨울철 

에 언 빨래가 마르고, 추운 겨울에 성에가 끼며, 눈사 

람이 녹지 않고 줄어드는 자연 현상이 승화라고 가 

르칠 때, 이 현상을 상평형 그림의 승화곡선과 관련 

지어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화 현상과 관련하여 이를 가르 

치는 과학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및 면담을 

이용해 겨울철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 현 

상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승화곡선으로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과 교사 교육을 담당 

하는 몇몇 화학 전공 교수들의 인식들을 살펴보고, 

승화 현상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이들의 사고를 바탕으로 승화곡선을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관시켜 설명할 때 강조하여 가 

르쳐 야 할 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화학 교사 41명과 

1정 연수 중인 화학 전공 교사 12명 등 총 53명의 교 

사들과 물리화학 전공 교수 2인과 분석화학 전공 교 

수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절차. 상태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의 기초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내용은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이 승 

화라고 생각하는지, 이 현상과 증발 현상을 상평형 

그림에 나타낼 수 있는지, 그렇게 답한 이유가 무엇 

인지 등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1차 검사지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화학 교사 5인에게 투입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수정 방향에 대해 화학교 

육 전문가와 화학교사 5인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2차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문항은 연구 대상자가 가 

지고 있는 개념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술형과 이유 진술형의 문항을 섞어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유형의 분류 체계도 세웠다.

설문 결과는 분류 체계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 유 

형별로 1-3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생 

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각 교사 당 면담 

시간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 되었고,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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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질문의 절차와 반응의 형식은 응답을 강요하거나 제 

한하지 않는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 

은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한 자료는 2일 이내에 전사 

하여 범주화된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용어 정리

증발: 논문에서 사용한 증발은 일상생활에서 말하 

는 증발인 알짜증발을 말하는 것이다. 거시적 인 관점 

에서 액체의 양이 줄어들고 있을 때 이를 증발이라 

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증발량에서 응축량을 뺀 

값만을 나타낸다. 다만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지는 

동적 평형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하는 증발은 미시적 

관점에서 응축과 관계없이 액체에서 기체로의 증발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바와는 

구별된다.

승하': 논문에서 사용한 승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체의 양이 줄어들 때의 승화 즉, 알짜승화를 말하 

는 것이다. 이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지 않고 바로 기 

체의 상태로 변하는 양과 다시 기체 상태가 고체로 

변하는 양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를 의미하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미시 

적 관점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양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연구 결과및 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 추운 겨울(1기압, -10。(3)날, 

빨랫줄에 빨래를 널었을 때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 

이 승화인지 아닌지 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41명이 승화 현상이라고 

답하였으며, 12명은 아니 라고 답하였다. 그렇 게 생각 

하는 이유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승화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고체에서 기체로 

변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묘사한 대 

로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을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라고 받아들인 경우이다. 이들 중 한 명과 면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이 승화인가요?

교사31： 고체가 기체로만 된다면 그건 승화죠. 상 

태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온도와 

압력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원인만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둘 

다를 한꺼번에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 

평형그림에 승화곡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게 승화니까, 그럼 된 

거 아닌기요?

이 교사는 물의 상태변화에서 온도와 압력을 동시 

에 고려하지 않고, 그 중 하나의 조건만을 고려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학교에서 온도와 압력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상태변화가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한 

변인만으로 물질의 상태변화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 

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과 온도의 변인 

을 동시에 고려한 상평형 그림에 상태변화의 현상을 

모두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면담에 응한 다른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언 

빨래가 삼중점인 0.006 기압보다 높은 1기압에서 어 

Table 1. Perception types of teachers on the drying phenomenon of frozen wash
Number(%)

Solid changes into gas. 31(58.4)

Sublimation
Vapor pressure is lower than sublimation condition? 4(7-5)

(41)
The others 2(3.8)
No response 4(7-5)
T아 al 41(77.4)

No sublimation
Air pressure is higher than sublimation condition. 8(15.1)
The phenomenon occurs on surface where attraction of molecules is weak. 4(7-5)

니匕丿 -

T아 al 12(22.6)
*과학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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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미 질문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52： 겨울철에 언 빨래가 마르는데 우리가 사는 

곳은 1기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학생 

한테서 받았어요

면담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교사52： 한번도 생각해 본 게 아니어서 “나도 좀 

생각해보마. 일단 승화라고 외워라.”라고 

말했죠

면담자: 그리고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셨나요?

교사52： 아니요….

이러한 설문 및 면담 자료를 통해 언 빨래가 마르 

는 현상을 승화라고 응답한 대다수의 교사들이 그 현 

상을 상평형 그림을 이용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 

고, 단순히 교과서의 설명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하더라도 승화곡선의 

세로축은 일정한 온도에서 고체 상태의 얼음과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의 

포화수증기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 에 도달하지 않은 조건인 건조한 겨울에는 언 빨 

래의 주변의 증기압이 삼중점에 해당하는 포화수증 

기압인 0.006기압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설명하는 교사는 4명에 

불과했다. 즉, 상평형 그림이 고체와 액체, 혹은 기체 

상태 간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의 조건을 가 

지며, 이때 세로축의 기압을 대기압이 아닌 포화 수 

증기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교사 

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Table 1의 자료에서 볼 때, 8명의 교사들은 대기압 

이 삼중점의 0.006기 압보다 높다는 이유 때문에 승화 

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한 교사 중 

한 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 왜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이 승화가 아니라 

고 생각하세요?

교사33：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을 상평형 그림에 나타 

낼 수 없잖아요. 대기압이 1기압인데 어떻 

게 승화가 있을 수 있어요. 승화는 삼중점 

아랜데.... 난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이 승화 

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승화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면담자: 중학교에 상평형 그림이 나오나요?

교사33： 영재반 아이들한테 수업했었죠. 왜 언 빨 

래가 마르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지........

분명히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 

까 승화가 아닌데….

면담자: 그럼,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 

하시나요?

교사33： 실제로는 승화가 아니라 융해를 거친 다음 

증발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33의 경우에는 언 빨래가 마르는 변화를 고 

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의 변화를 거쳐 기체 상태 

로 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러한 상태변 

화는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교사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에서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동적 평 

형 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 

서 동적 평형 상태를 가정한 상평형 그림에 이 현상 

을 표현하기 위해 압력은 일정하지만 계속 온도가 올 

라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라고 판단해야 할지, 아 

니라고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 

하다는 점은 얼음의 승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 설 

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승화에 대한 개념까지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화학 

전공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 사범대학교 

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하는 교수 1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생이 상태변화 맞나요?

물리화학 전공교수 1： 언 빨래가 마른다는 것이 상 

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딱 맞느냐….

면담자: 그럼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은 상태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리화학 전공교수 1： 상전이이긴 하죠. 저도 헷갈 

리는데....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전이라는 것의 정의와 맞지 않 

는 게 아닐까.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것은 

상전이이고, 물이 증발하는 것은 상태변화 

이긴 한데, 평형상태는 아니죠. 언 빨래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 개념이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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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가 마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승화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네요. 그게 

승화 맞아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언 빨래의 얼음의 표면이 

일단 액화되고 물이 증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잘 모르겠네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물리화학 전공 교수 1 역시 교사 33과 마찬가지로 

상평 형 그림 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적용시 키 려 

고 시도하면서, 승화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고체가 액체를 거친 다음에 기체가 된다고 생 

각하였다. 이러한 점은 사범대학에서 전공을 가르치 

는 교수들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현직 교사들의 생각 

에 유사성 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사범대학에서 분석화학을 전공한 교 

수와의 면담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고,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상평형그림에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분석화학전공교수: 상평 형그림에서 고체에서 기체 

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승화가 일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담자: 그때 세로축은 외부압인가요?

분석화학전공교수: 그렇죠. 압력은 항상 외부압이 

죠. 외부압이 곧 대기압이죠. 대기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면담자: 보통 여기가 1기압인데 바람이 불면 여기 

가 0.006기압이 된다고요?

분석화학전공교수: 그러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됐 

어요. 드라이아이스를 놔두면 곧장 없어지 

는 거죠. 하지만 빨래가 그렇게 빨리 마르 

지는 않죠. 내가 생각하기에 빨래가 마르 

는 것은 녹아서 없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날아간다면 

얼음이 없어져야 되잖아. 얼음 놔두면 없 

어지진 않잖아.

면담자: 표면에 아주 작게 날아가지는 않을까요.

분석화학전공교수: 고체도 증발은 하겠죠. 얼음이 

기체로 될 수 있겠냐.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게 빨래가 마를 수 있을지는 모르 

2006, Vol. 50, No. I

것!어.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도 그런 실험을 안 

해봐서.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하니까.

이 면담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에 분석 화학전공 교 

수가 바람이 불면 압력이 낮아져서 상태변화가 일어 

나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곧 이 생각이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이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와 달 

리 빨래가 마르는 현상이 쉽게 관찰되지 않으며, 이 

런 경험이 거의 없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언 빨래 

가 마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생 각과 세로축이 대기 압을 의미 한다는 생 각을 가 

짐으로써 대 부분의 교사들이 나 물리 화학 전공교수 1 
과 유사한 사고의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분석화학전공 교수는〔고체도 증발 

은 하겠죠「라고 말함으로써 승화와 고체의 증발을 연 

결시 켰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고체의 증발에 의 

해 빨래가 마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고 

는 고등학교 화학II 참고서 也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 

여기서는 액체의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고체의 표면 

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 

체가 증발하는 것도 승화라고 생각한다면, 대기 중에 

서 수증기가 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과 같은 고체의 승화를 액체의 증발 개념 

과 관련지어 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또한 4명의 교사는 언 빨래의 표면에서 얼음 분자 

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 

에 이것은 승화 현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물리화학 전공 교수 2와 면담한 결과, 물 표 

면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였다.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것에 대해 여쭤보러 왔 

어요.

물리화학전공 교수 2： 얼음의 승화가 삼중점 아래 

잖아요. 증기압이 0.006기압이면 굉장히 

낮은 기압이에요. 승화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물은 얼 

때 구조가 육각형 비슷한 구조로 되는데 

표면으로 가면 깨져요. 표면으로 가면 찌 



70 김현희 • 양기창 • 백성혜

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얼음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도 압력으로 설명하는데 운동화 

신고도 미끄러져요. 영하 40°C에서 스케이 

트 타는 것은 압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요. 물 층이 있다가 다시 얼음으로 되는데 

얼음 표면에 물 층이 있으면 그건 승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상평형곡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의문이 있긴 있어요. 이 물 

표면（얼음 표면에 물 층이 존재）이 최근의 

이론이에요.

물리화학 전공 교수 2의 경우에도 역시 얼음의 승 

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하고 있었으며, 세로축을 증기압으로 표현하기는 하 

였으나, 굉장히 낮은 기압이기 때문에 설명에 어려 

움을 느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포화수증 

기압으로 이해하는 대신 대기압과 같은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대다수의 면담자들과 같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이 전공교수의 경우에는 이 현상이 얼음의 표 

면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 

한 표면에서의 변화를 표면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 

입하여 상태 변화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물질을 구성하 

는 입자들이 모여서 배열하는 차이로 상태와 상태 변 

화를 표현하지만, 다른 계와 접한 부분인 물질의 표 

면에서 일어나는 입자의 변화와 계 자체를 구성하는 

입자 배열 및 움직 임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 

발과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과 같이 계 전체가 아닌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상태변화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과학 교과서에서 표면에서의 변화를 상태 

변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 빨래가 승화 

가 아니라고 생각한 교사 중 일부（4명）오卜 사범대학 

전공 교수조차도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태변 

화로 여 기 지 않고 구분하여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평형 그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구분과, 이 

현상을 승화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라고 생 각하는가에 

대한 구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교사들의 응답과 그 이유를 비교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이 현상을 상평형 그림 에 나 

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이 

현상이 승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 

각한 17명의 교사들 중에서는 16명이 이 현상을 승 

화라고 생각하였다. 단지 한 명의 교사만이 얼음이 

액체를 거쳐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는 승화가 아 

니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들은 차이가 있었다. 10명의 교사는 상평형 그림에 

승화 곡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상평 

형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 

그 중 한 명의 교사와 면담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 승화곡선이 있으니까 상평형그림에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사 8： 이 현상이 승화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고, 

Table 2. Teachers^ perceptions on dtying phenomenon of frozen wash represented on phase equilibrium diagram

Perception Reason Sublimation No sublimation

The State can
The ice can change into gas because of the sublimation line of the diagram. 10(18.9) 0(0.0)
Vapor pressure of the ice is lower than 0.006 atm? 4(7-5) 0(0.0)

represent on 
the diagram. The ice changes into gas through liquid fost. 2(3.8) 1(1-9)

T아 al 16(30.2) 1(1-9)
The diagram represents closed system and the phenomenon occuib in open system. 13(24.5) 2(3.8)

The State can The 야a拍 is solid in 1 atm,-10 °C 10(18.9) 5(9.4)
not represent The ice changes gas through liquid fost. 0(0.0) 2(3.8)

on the diagram. The others 1(1-9) 1(1-9)
T아 al 24(45.3) 10(18.9)

The others 1(1-9) 1(1-9)
*과학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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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이니까, 승화곡선이 있으니까 나타낼 

수 있나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면담자: 세로축이 무슨 압력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8： 그러게….

면담자: 이것에 대해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은 건 

가요?

교사 8： 그렇죠 대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증기압력 

곡선 부분이니까.

면담자: 그럼 물의 증발은 어떻게?

교사: 마찬가지에요. 상평형 그림을 자세히 보고 

따진 게 아니리 이 안에 고체, 으4체, 기체 

가 다 나뉘어져 있고 하니까, 승화, 증발도 

다 그냥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면담자: 그럼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교사 8： 글쎄요 한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 

았어요.

교사 8은 막연하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요구하였을 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이 교사의 경우에도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이나 물의 증발 현상이 상평형 그림의 조 

건인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평형 그림을 도입하여 상태변화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이 어떠한 조건에서 얻어진 자료로 구성 

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증발이나 얼음의 승화와 같은 상태변 

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러한 

혼란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가능 

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면담 교사 중 한 명은 그래프에 자신의 생각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면담자: 상평형그림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 

시겠어요?

교사17：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승화인데, 빨래 

주위의 수증기압이 낮아져서 승화점 이하 

로 내려가면… 대기압 하에서 물은 승화성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증기압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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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ponse of teacher 17 to represent drying phe
nomenon of frozen wash on the diagram.

아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면담자: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교사17：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나?（同 1）.

면담자: 이렇게 움직이면 온도가 변해야 하잖아요.

교사17： 그러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압력이 변하나? 아이들이 막 질문하러 와 

요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상평형 그림이 

주어지고 언 빨래가 마르는 것과 연결시 

켜서 나왔어요.

면담자: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사17： 1기압에서는 승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빨 

래 주위의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승화가 일 

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더 찾아봐라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들끼리 계속 찾아보 

고 고민했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이 빨래 

주위의 수증기압이 낮아서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였어요

교사 17의 경우에는 상평형 그림으로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 고민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면담에 응한 시점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 교사가 답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을 언 빨래 주위의 증기압으로 해석하 

다가 다시 1기압에서는 승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 

함으로써 세로축을 대기압으로 이해하는 등 상평형 

그림의 세로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교사 4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기압의 변화로 

이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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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sponse of teacher 4 to represent drying phe
nomenon of frozen wash on the diagram.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을 상평형곡선에 나타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내세요? 

예를 들어서.

교사4： 기압이 낮아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외부압 

이 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 

화하잖아요（屈 2）.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면담자: 외부압 1기압에서 밑으로 내린다고요? 

교사소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면담자: 이렇게요?

교사4： 네, 그리고 살짝 넘어가요

면담자: 아니, 잠깐. 수업할 때 승화를 표시해요? 

교사소 가끔. 애들이 질문하면….

면담자: 애들이 질문해요?

교사4：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드라이아이스를 표현해 주고 드라이아이 

스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살짝 넘어가요 왜냐하 

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면담자: 그럼 （학생들이） 질문 안 해요?

교사4： 네. （학생들은） 1기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걸 생각 못해요 대기압이지만, 빨래 

표면의 압력은 외부압과 다를 수 있어서 가 

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냉동실 안 

의 얼음이 날아가는 것은, 거기는 1기압은 1 

기압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세로축이 증기 

만의 압력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교사 4의 경우에는 세로축을 외부압인 대기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설명하 

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다른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 

에 일어나는 상태변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냉동 

실에서 얼음이 줄어드는 승화 현상이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러한 현상이 외부압이 1기압인 조건에서 일어난다 

는 것과 상평형 그림과의 연결 사이에서 고민을 하 

고 있었다.

교사 17이나 교사 4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에 대하여 교육 현 

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교사 

들도 명확하게 이해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민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에 응한 많은 교사 

들이 자신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에게 제대로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교사 교육 시기부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상평 형 그림의 세 로축을 포화수증기 압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압인 대기압으로 이해하는 이 

유는 액체 상태에서의 압력을 액체와 닿아 있는 대 

기의 압력과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는 가정으로부 

터 나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상태 변 

화 중에서 기화인 끓음의 현상을 설명할 때, 증기압 

과 대기압이 같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의 의미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의 상평형 그림은 닫힌계 에서 초기에 진공 상태 

로 다른 기체를 배제하고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 

기, 혹은 고체인 얼음 사이의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 

을 때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닫힌 

계에서 측정된 이 상황을 열린계의 상황으로 전이할 

때, 국소적으로 액체의 표면은 닫힌계의 상황, 즉 수 

증기만으로 나타내는 압력을 가정한다.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기의 동적 평형에 도달하여 끓음이 일어 

날 때, 액체의 표면 뿐 아니라, 액체의 내부에서도 분 

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기포가 형성되는 현상이 관 

찰되기 때문에 계 전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변화 

를 상태변화라고 생각하고, 계의 표면에서 서서히 일 

어나는 변화는 상태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고체의 경우에는 수증기압과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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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에 도달하여 승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고체 

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액체 상태에서의 

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폭발적으 

로 상태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격렬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체의 승화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경우나,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나 항상 

표면에서부터 일어난다. 따라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상태변화를 구분하는 것 

은 적절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닫힌계에서 고체와 액체의 상평형을 고려할 

때에 세로축을 대기압이나 증기압으로 이해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이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의 압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교재에 

따라서는 세로축을 기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순 

히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를 열린계의 상황으로 전이시킨다면, 액체의 

압력 이나 고체의 압력은 이와 닿아 있는 외부압과 평 

형 에 도달하였다고 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압인 

대기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 

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로축의 압력이 의미하는 바 

에 대한 교사들의 혼란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사고는 물리화학전공 교수 2와의 면담 자료에 

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이나 25°C에서 물의 

증발을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에 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물리화학전공교수 2： 나타낼 수 있죠.

면담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대기압이) 1기압 

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상평형 그 

림에서 승화곡선은 1기압이 아닌 데도요?

물리화학전공교수 2： 그건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이 

이중적이어서 그래요. 외부압도 되고 증기 

압도 되는 거죠.

면담자: 둘 다의 의미를 다 갖는다고요?

물리화학전공교수 2： 그렇죠. 증기압이 부분압이 니까

면담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리화학전공교수 2： 그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체 압력을 가 

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전체압력이 영향 

을 주겠죠 하지만 기체가 수반되는 반응에 

서는 상평형 그림에서는 증기압력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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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처음에 진공상태에서 나중에 동적 평형을 

이룰 때의 그 증기압력하고,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액체가 있을 때 밀폐시켰을 때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증기압력이 

같은가요?

물리화학전공교수 2： 그렇죠. 처음에 진공이었을 

때는 외부압과 증기압이 같고 공기가 들어 

있는 경우는 최종압력은 공기압하고 증기 

압하고 합쳐야죠. 그 때의 증기압은 서로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돌턴 

의 분압법칙이 이상기체를 다루니까.

물리화학전공교수 2는 기체가 수반되는 반응에서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을 외부압의 부분 압력인 증기 

압력으로 보고, 고체와 액체의 상평형에서는 세로축 

을 외부압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같은 상평형 그림 

을 사용하면서 상태 변화의 조건에 따라 세로축의 의 

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사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이나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상태변화로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라고 본다.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이나 물의 증발을 상평형 그 

림과 관련지을 때 구분하여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은 

열린계와 닫힌계의 상황이다. 얼음이나 물의 조건, 즉 

일정한 온도와 증기압이 상평형 그림에서는 기체 상 

태의 조건이라면, 열린계의 상황에서는 얼음에서 승 

화가 일어나 발생한 수증기가 끊임 없이 주변으로 흩 

어지기 때문에 항상 포화수증기압보다 얼음의 증기 

압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얼음이 모두 승 

화될 때까지 계속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나 닫힌계의 

상황에서는 승화된 수증기에 의해 증기압이 점차 올 

라가 결국은 포화수증기압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얼음이 기체가 되는 것과 기체인 수증기가 다 

시 얼음으로 되는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 

문에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면서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 하게 된 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 빨래 가 마르는 현상을 

상평 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53 

명의 교사들 중에서 34명 이나 되었다(ZzRe 2). 그 중 

에서 15명의 교사들은 상평형 그림은 닫힌계의 조건 

이어야 하고,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열린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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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기 때문에 상평형 그림에 이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5명 의 교사들은 언 빨래가 

마르는 조건이 1기압과 영하 이기 때문에 상평 

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구과학 교과서에서는 주어진 온도와 압력 하에 

서 포화수증기압 곡선을 가지고, 물의 증발이 계속 

일어날지 혹은 강수가 내릴지 등을 예측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포화수증기량곡선을 이용한 현재 대기 중 

수증기의 포화와 불포화를 통해 기상의 변화를 설명 

하는 것과 관련지어 얼음의 승화나 물의 증발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포화수증기압 곡선을 화학 교과서에서 제 

시하는 상평형 그림과 관련지어 세로축의 압력을 포 

화수증기압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고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닫힌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언 빨래가 마 

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이 현상을 승화라고 생각하는 교사 중 한 명과 면담 

을 하였다.

면담자: 얼음의 승화를 상평형곡선에 나타낼 수 있 

나요?

교사2： 이 설문지를 접한 순간 아, 내가 굉장히 궁 

금해 하던 거다 해서 반가웠어요. 5년 전 

부터 상당히 고민했었죠. 다른 선생님과 

나름대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면담자: 상평형곡선에 표시할 수 없다고요?

교사2： 세로축을 증기압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상평형그림의 해석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 

요. 상평형그림은 온도와 압력에서 존재하 

는 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생활의 끓는 

점, 어는점 이런 것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열린계에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고 

하는 경향성을 상평형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 

니죠. 상평형그림으로는 상태변화를 표시 

할 수 없는 거죠 열린계에서는 증발이 일 

어나죠 닫힌계에서는, 다른 아무 것도 없 

고 물만 있는 그 차단된 상태에서는 증발 

이 일어나도 달아날 수 없으니까 25°C, 1 

기압에서는 물 상태로 존재해요. 증발은 

안 일어나는 거죠. 상평형그림은 순수한 

물질만의 상이죠. 다이아몬드와 흑연도 그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면 존재하니까.

면담자: 얼음의 승화가 상태변화라고 말할 수 있나 

요?

교사2： 그럼요.

면담자 상태변화인데 왜 나타낼 수 없죠?

교사2： 여기는 닫힌계예요.

이 교사는 상평형 그림 이 닫힌계를 표현하고 있다 

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5 °C 1기 압에서 증발이 안 

일어나고 물（액체 상태인）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즉,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이 포화수증기압을 의 

미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기압으로 이해함 

으로써 상평형 그림으로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확장되 

어서 이 교사의 경우에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증발을 닫힌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동적 평형에 도 

달하였을 때 거시적으로 관찰되는 알짜 증발과, 미시 

적으로 일어나는 증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함 

으로써 닫힌계에서 수증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고 있었다. 영하 의 온도와 1기압의 조 

건 하에서는 물이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 

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 15명의 교 

사들도 역시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을 대기압으로 생 

각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대학 일반화학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평형 그림으로 얼음의 승화나 물의 증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 일반화학 교재測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평형 그림은 물질의 상을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써 나타내는 편리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물에 대한 

상평형그림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어떠한 상태 

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상평형그림은 아무 

러 물질도 주위로 이탈할 수 없고 공기도 존재하지 

않는 닫힌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지구 표면에서와 같이 천연적 환경에 있는 물 

의 행동을 상 평형그림으로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조한 기후（낮은 습도） 

에서는 눈과 얼음이 승화한다. 0이하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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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의 빨랫줄에 널린 젖은 옷은 언다. 그러나 어는 

동안 마른다. 그러나 상평형그림에서 얼음은 정상 대 

기압에서 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연적 환경에 있 

는 얼음은 닫힌계에 있지 않다. 압력은 고체 피스톤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 의해 작용된다. 

이것은 얼음에서 발생한 증기는 형성되는 순간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기는 고체 

와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되돌아오지 않으며 얼음은 

천천히 사라진다. 상평형그림에 의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승화는 실제로는 이러한 상태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교재에서도 역시 교사들이 가지는 잘못된 인식 

과 유사하게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을 대기압으로 해 

석하고 있으며, 닫힌계에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열 

린계에서 일어나는 얼음의 승화나 물의 증발을 상평 

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상평형 그림에서 세로축을 대기압으로 이 

해하게 되는 이유는 물질의 끓는점을 찾는데 이 그 

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세로축의 증기압력이 대기 

압인 1기압과 같아지는 점의 온도를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얼음의 

승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이유를 닫 

힌계가 아닌 열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동 

적 평형에 도달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그 

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열린계에서 우리가 흔히 관찰 

하는 끓음을 동적 평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문제 

를 발생시킨다. 즉 열린계는 항상 동적 평형에 도달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 이 있다.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물리 화학 전공 교수 1에 게 얼 

음의 승화를 상평형 그림에 나타낼 수 있는지 질문 

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물리화학전공교수 1： 글쎄요. 승화 맞나? 언 빨래 

가 얼어 있으려면, 상평형그림에서 고체 

상태의 온도와 압력이어야 하죠

면담자: 삼중점이 0.006기압이에요.

물리화학전공교수 1： 그러면 그냥 승화가 맞나? 얼 

음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 빨 

래가 주어진 환경이…. 요오드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거지만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 

아요. 애매한 게, 빨래가 마른 게 노출되는 

환경이 기온이 o°c 이하니까. 얼어 있긴 

하지만 햇빛의 빛 에너지가 가해지고 분 

자가 용해된 후에 그 부분의 온도가 최소 

한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사실은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닫힌계）에 얼음을 집어넣고 

얼음하고 평형을 이루는 기체수증기압이 

평형수증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승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리화학전공 교수 1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언 빨 

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라고 보는 것 이 옳은지 에 회 

의적 이었으며, 빛에너지에 의한 온도의 변화로 상태 

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Fig. 1에 제시 

한 교사 17의 사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닫힌계의 동 

적 평형을 가정하면서 현재의 증기압（여기서는 기체 

수증기 압으로 표현）과 포화수증기 압（여 기 서 는 평 형 수 

증기압으로 표현）사이의 관계로부터 승화라는 개념 

이 가능하다는 사고를 도출하였다.

물리화학전공 교수 1과의 계속된 면담 과정에서 

언 빨래가 마르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과 상평형 그 

림을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 

고가 보다 정교화 되어 가는 과정을 찾아볼수 있었다.

물리화학전공 교수 1： 상평형 그림이라는 것은 어 

떤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지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런 현상을 설명 

하는 것은 아니죠. 50의 물이 증발되는 

현상은 물 자체가 액체로 존재하는 것만 

상평형그림이 설명하는 거지 증발여부는 

상평형그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것을 우리가 참인 진술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50의 물이 증발 

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어떤 환경에 놓 

여있느냐에 따라 물이 갖고 있는 자유에 

너지와 주변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 

꾸로 주위의 습도가 높으면 들어오잖아요 

언 빨래가 마르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언 

빨래가 습도가 높으면 거꾸로 고체로 들어 

오기도 하죠.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 존재 

2006, Vol. 50, N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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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템이 외부의 어떤 조건에 따라 

증발하기도 하고 빨래한테 들어붙기도 하 

는 거지, 상평형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은 아니라는 거죠. 50。（：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정말 밀폐되어 있으면 바깥 상태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물로 있 

는 거죠.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과는 상관 

이 없는 거죠 50。（3의 물이 증발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달라 

지는 거죠. 빨래 속의 물은 증발하는 것과 

는 아무 상관없이 액체인 거예요 끓음이 

나 승화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느 압 

력, 온도 상태에서 닫힌계 내에서 독립적 

으로 스스로 나타내는 현상인 반면, 증발 

이나 언 빨래가 마르는 것은 물이 열린계 

로서 존재할 때，주위，와 상호작용하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현상이므로 상 

평형도와 사실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어요. 증발이나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상평형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 물이나 얼음의 증 

기압 값과 공기 중 수증기의 부분압만 비 

교하면.

이 면담 자료에서 물리화학 전공교수 1도 역시 닫 

힌계와 열린계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상평형 그림과 

증발, 혹은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무관한 것이라 

고 설명 하였다. 그러나 포화 수증기 압 대신 습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관찰 조건에서 존재하는 수증기압 

을 상평형 그림에서 나타내는 물이나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상평형 그림에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과 대학교 전공 교수들의 인식 

을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이 현상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 

주 이에 대해 질문하지만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교사를 양성 

하는 사범대학교의 물리화학 및 분석화학 전공 교수 

들도 역시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교과 

서에 표현된 대로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승화라 

고 생각하거나 나름대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나 확신이 없거나 부정 확하고 잘못된 개념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과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 이 연 

구를 통해 일으켰던 혼란도 곧 다시 가라앉고 예전 

의 단순한 사고 유형으로 되돌아가버리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이 진정으로 자연 현상 

과 이를 설명하는 과학적 개념 간의 연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를 배우는 학생들 역시 동일한 

혼란에 빠져 과학을 배우는 기 쁨을 느끼지 못하고 과 

학을 암기해 버리거나 배우기 싫어하게 될 것은 자 

명하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고 중의 

하나는 어떠한 조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데 많은 과학 교사나 교재의 설 

명은 조건에 대한 것을 생략한 채 상황 묘사에만 그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확하게 이에 관련 

된 과학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고, 주어진 조건을 조 

금 바꾸어 질문하면, 사고의 혼란이 유발된다.

상평형 그림을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얼음의 승 

화나 물의 증발 현상과 관련지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화곡선, 융해곡선, 승화곡선 등이 

어떠한 조건에서 측정된 값으로 구성된 것인지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상평형 그림을 

배우기 전에 증기압력 곡선을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 

형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낸 후, 상평형 그림의 기화 곡선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 화 곡선의 세로축은 증기 압력을 의 미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고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에 나타나는 승화곡선도 역시 기 

체의 증기압력 곡선으로 나타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 또한 고체와 

액체의 동적 평형에서는 증기압력이 아닌, 외부압이 

나 고체압 혹은 액체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승화곡 

선이나 기화 곡선에서 나타내는 세로축의 증기압과 

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상평형 그림은 항상 동적 평형 상태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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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측정한 값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곡선의 세로축 

은 포화 증기압력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증기가 불포화 

된 상태 이므로 이를 상평형 그림에 나타낼 때에는 동 

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표현하는 상평형 그림의 세로축은 불포화된 증 

기압을 의미하며, 이를 외부압인 대기압으로 이해하 

면 혼란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화 곡 

선, 승화 곡선, 융해 곡선의 경우에 한해서 상평형 그 

림의 세로축을 포화 증기압력이라고 명확히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화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명칭보다 승화곡선이나 융해곡 

선과 일치하도록 이를 기화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재에서는 이 

곡선만 특별이 증기 압력곡선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온 

도와 증기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증기압만을 

의미하는 곡선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명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포화 증기압력곡선과 같은 명칭으로 부 

르■지 않음으로써 불포화된 일상 상태에서의 증기압 

으로 표현된 곡선이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셋째,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라고 가르칠 때에는 이를 물의 증발과 관련지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물의 끓음과 

같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변화만이 상태변화이고, 표 

면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상태변화가 아 

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언 빨래가 마르는 승화 현상 

을 승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특 

히 승화의 예로 가장 많이 드는 드라이아이스의 경 

우에는 주변에 생 긴 수증기가 응축하여 만든 하얀 물 

방울들로 인해 드라이아이스가 매우 격렬하게 승화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이 변화 역 

시 증발과 마찬가지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에서 일어나는가, 내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가로 상태변화인지 아닌지를 구 

분하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 물질의 상태가 동 

적 평형에 도달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넷째, 상평형 그림을 설명할 때 중학교의 지구과학 

영역에서 물의 순환 과정의 원리로 배우는 포화수증 

기량 그■래프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에서는 포화수증기량을 포화 상태의 공기 Im，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g/m’K로 표현하고, 이를 포화

Fig. 3. Representation of sublimation or vaporization phe
nomenon on the diagram.

수증기량 곡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증기압력곡선은 atm이나 mmHg 

를 단위로 사용하여 이 두 개념이 다루는 영역 뿐 아 

니라 단위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제 

시되어 있으나, 단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이 개 

념들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포화수증기량곡선 

은 많은 책에서 포화수증기 압곡선으로도 표현되고 있 

으나, 이 곡선을 화학 영역에서 다루는 증기압력 곡 

선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교과서는 거의 없다. 그러 

나 이 두 곡선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값으로, 주어 

진 계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증발이나 응결 

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계의 상태변화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포 

화수증기압 곡선, 혹은 상평형 그림에 나타낼 수 있 

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과 사범대학의 전공 교수조차도 증발 

과 승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변화를 상평형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액 

체인 물이 존재하는 조건이 A와 같은 경우, A 조건 

에서는 a만큼 물의 증기압이 불포화되어 있기 때문 

에 증기압이 포화가 될 때가지 기체로의 변화, 즉 증 

발이 일어난다. 이때 만약 열린계라면 증발한 수증기 

가 다시 흩어지므로 계속적으로 증발이 일어나서 결 

국 액체인 물은 모두 기체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A 

점 이 상평형 그림에서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닫힌계에서 증발이 일어난다면, 증발되 

면서 수증기 압이 증가하여 결국 A 조건은 A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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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한 후에는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기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어 거시적 

으로 보기에는 증발이 멈추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얼음이 B의 조건에서 존재한다면, 이 조건에 

서 증기압은 b만큼 불포화되어 있으므로 포화 증기 

압이 될 때가지 승화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얼음이 

열린계에 존재한다면, 승화한 수증기는 흩어지므로 

계속 B의 조건에 머물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얼음은 

모두 승화하여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만 

약 이 얼음이 닫힌계에서 승화된다면, B조건은 차츰 

B，의 조건으로 변하게 되어서 얼음은 일정한 양만큼 

만 승화된 후에 수증기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한 물질의 상태가 현재 열린계에 

존재하는지 닫힌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아 

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인지 도달한 경 

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증발이나 언 빨래가 마르는 

현상을 상평형 그림으로 표시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물이라는 친숙 

한 물질의 일상 경험을 통해 과학적 개념인 상태변 

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평형 그림이 만들어질 때 

의 동적 평형 개념이나, 포화 수증기압과 불포화 수 

증기압의 관계, 그리고 닫힌계의 상황을 열린계의 상 

황으로 전이할 때의 기본적인 가정 등에 대해 소홀 

히 다룸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상태변화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 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 

로 교사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대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화학 전공 교 

사들 뿐 아니라, 대학교에서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화학 전공 교수들에게도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러한 혼란을 교사 양성 과정 

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의 교수 

들부터 사고의 전환과 교육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룬 주제 이외 

에도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과학 개념 

과 이에 관련한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은 교사가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진리를 고려할 때, 교사 교육과 

연수, 그리고 예비 교사 교육을 통해 자연 현상과 과 

학 개념 사이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 

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 

는 사고의 훈련을 함으로써 과학이 단순 암기가 아 

닌 사고의 산물임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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