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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을 조사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K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3학년 학생 120명이 

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에 관한 학습내용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개 

념 검사지를 개발하였고, 문항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화학반응속도에 대한 

과학적 개념 형성 이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정반응 속도에 관한 문항의 정 

답률은 높았으나 역반응 속도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다. 화학평형에 관한 개념의 형성 정도에 있어서는 

한쪽 반응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평형개념에 대한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 

관관계에서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반응에 관한 화학반응속도 개념이 부족 

한 고등학생들은 화학평형이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반응 메커 

니즘을 중돌론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은 농도와 족매가 화학평형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도와 촉매에 관련된 화학반응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학평형의 선개념으로 중요한 부분인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과학적 개 

념형성이 화학평형에 대한 오개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반응에만 국한된 화학반응 

속도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은 동적 평형과 관련된 화학평형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화학반응속도 

론에 근거 하여 정 반응과 역 반응을 모두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학습지 도하는 것 

이 화학평형 개념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어: 화학반응속도, 화학평형 , 정반응, 역반응, 동적 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in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consisted of 120 third 
grade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in K city of Kyunggi province. For this study, questionnaire relevant to the subject 
of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hemical equilibrium was developed and the answ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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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 large percentage of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questions on reaction rates correctly, but only a small per
centage of the students could give explanations. Many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questions on the rates of forward 
reactions correctly, but not the questions on the rates of reverse reactions. For the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many high school students gave correct answers when faced with equilibrium questions that only required the under
standing of one side of the reaction. But the students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s requiring understanding of both for
ward and reverse reactions as well. Overall, there was a little high correlation between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in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high school students with little under
standing of reverse reaction rates did not understand that chemical equilibrium is a dynamic equilibrium. Also, high 
school students with little understanding of the collision mechanism regarding chemical reaction rates did not understand 
the effect of concentration and catalyst factors on chemical equilibrium.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oncepts on chem
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related to concentration and catalyst factors was low. In con
clusion, the formation of scientific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s rates can decrease misconceptions on chemical 
equilibrium. Also the teaching-learning method limited to one side of a reaction can cause difficulty in forming the con
cepts on chemical dynamic equilibrium.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covers both 
the forward and reverse reactions can be effective in helping students form the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Keywords: Chemical Reaction Rates, Chemical Equilibrium, Forward Reaction, Reverse Reaction, Dynamic Equilib
rium, Correlation Between Concepts

서 론

과학교육은 과학적인 지식.탐구태도를 최대한 육 

성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이 중에서 과학적 개념 

의 올바른 이해는 과학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 

나이므로」과학수업 이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 

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수업 후에는 어떤 변화 

과정 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의 차 

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 

저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개념과 개념의 구조를 인 

지하고 학습자의 개념 인식 수준 실태에 관한 인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외부의 

주어진 환경을 단순히 내면화함으로써 학습이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 구조 안에 새로운 지 

식을 결합시킴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2,3

실제로 학생들은 정규적인 과학 학습을 하기 이전 

에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과학 학 

습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나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인지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 

다. 즉, 자연현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 

고, 그 개념에 의하여 다른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 학 

생들의 개념은 자신들의 인지 구조와 외부 환경과의 

자발적 인 상호작용에 의해 자기 나름의 고유한 개념 

구조들로 형성되어지며, 이러한 개념들 중에는 과학 

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개념을 오개념, 오인, 대체개념이라 하는 

데 이는 쉽게 없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으며, 과학교육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狡

국내외에서의 화학교육 분야에 관한 개념 연구는 

주로 밀도, 입자, 화학반응속도, 분자구조, 화학평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GM 효과적으 

로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 측면에서 

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 중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에 대한 연구결과, 많은 학생들 

이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오개념은 선수 개념의 부족과 르샤틀리에 원리의 

기계적 적용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다고 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皿3은 학생들의 개념 

유형 분석이나 개념 형성 정도의 조사, 그리고 실험 

분석 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并28 

와 화학 교과서2项에 서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부정 확 

한 개념 습득이나 오개념이 이후의 화학평형 개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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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화학반응속도 단원 

내용과 화학평형 단원 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화학 

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의 개념을 동시에 연구하 

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경기도 K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3 

학년 자연계열 4개 학급 남학생 60명과 여학생 60명 

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심화선택 과목으로 화학를 

선택하여 이수한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개념 검사지 개발.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에 관 

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검사 문항들은 연구의 취지에 

맞게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념 검사지는 선행연 

구皿顼2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예비검사를 하 

여 수정 보완한 후, 화학전공 교수 1명과 화학교과 

담당 교사들로부터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개발된 개 

념 검사지는 화학반응속도 관련 12개 문항과 화학평 

형 관련 10개 문항（7泌/e 1）을 선택형으로 구성하였 

으며 , 화학반응속도 관련 선택형 12개 문항에는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에서 화 

학시험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문제 해결법을 암기 

하기 때문에 화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 

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에 바르게 답한 경우에만 화학반응속도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화학반응속도 관련 문항은 화학반응속도 개념, 화 

학반응속도와 농도, 화학반응속도와 반응온도, 그리 

고 화학반응속도와 촉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 화학 반응속도 개념 문항은 단위 시간 

당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자료를 이용해 정반응과 역 

반응에서 반응속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 

고 화학반응속도와 농도 문항은 금속의 연소가 산소 

의 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화 

학반응속도와 반응온도 문항은 온도에 따른 분자의 

운동에너지와 분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이용해 온 

도와 반응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고, 화학반 

응속도와 촉매에 관한 문항은 평형상태의 반응에 정 

촉매를 넣었을 때 반응속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화학평형 관련 문항은 화학평형 개념, 화학평형과 

농도, 화학평 형 과 온도, 그리 고 화학평 형 과 촉매 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7泌/e 1）. 화학평형 개념 

문항은 화학평형 상태에 대한 것과 화학평형 상태에 

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를, 그리고 생성물질과 반응 

물질의 농도변화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 

평형과 농도 문항은 평형상태에 반응물질을 더 첨가 

했을 때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며, 화학평형과 온도 

문항은 평형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주었을 때 새로운 

평형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묻는 것이고, 화 

학평형과 촉매에 관한 문항은 평형상태에 정촉매를 

넣어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질의 농 

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료의 분석.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에 관한 개 

념 검사는 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방과 후 자 

기주도 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 대상 고등학생들 

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먼저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개 

념 검사지를 배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가 끝나 

고 5분 후에 다시 화학평형 에 관한 개념 검 사지를 배 

부하여 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각각 15

Table 1. Items of the concepts test

Categoty Number Content
1-2 Concepts of forward reaction rates

Chemical
3-4 Concepts of reverse reaction rates

야 imi rates
5-6 Effect of concentration on chemical reaction rates
7-10 Ef 企야 of temperature on chemical 야imi rates
11-12 Ef企야 of cafaly야 on chemical 야imi rates

1-5 Concepts of chemical equilibrium

Chemical 6-7 Effect of concentration on chemical equilibrium
equilibrium 8 Effect of temperature on chemical equilibrium

9-10 Effect of catalyst on chemical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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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개념 

검사지를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충 

분한 시간을 배려하였다.

연구 결과및 논의

화학반응속도 개념 형성 정도. 화학반응속도에 관 

한 개념 형성 정도는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객관식 문항에서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로부터 얻은 과학적 개념 형성율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화학반응속도 개념에 대한 정답률 

을 객관식 문항과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나누 

어서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의 전체 평균이 72.2%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과학적 개념 형성율을 나타내는 응답 이유를 묻는 문 

항에 대한 정답률은 5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 

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화학 반응속도에 

관한 과학적 개념들을 정성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 

고 기계적 암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화학반응속도의 각 영 

역별 개념 형성율을 분석하였다.

정반응속도와 역반응속도에 대한 개념 형성율 분석. 

밀폐된 반응용기에서 반응물질이 서로 반응하여 생 

성물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속도와 농도 또는 부피의 변화에 관한 개념유형을 분 

석하였다. 개념 검사지의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은데, 

발생된 요오드화수소(HI) 기체의 총 부피량(mL)은 실 

험에서 직접적으로 측정된 값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산된 값이다.

(1번~4번)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밀폐된 그릇 안에 수소H2)와 요오드(D를 넣고 약 

500P 에서 반응시켜서 발생하는 요오드화수소(HI) 기 

체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다음 표는 이 반응에서 발 

생된 요오드화수소(HI) 기체의 시간에 따른 부피 측

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분) 0 0.5 1.0 1.5 2.0 2.5 3.0 3.5 4.0
발생 된 HI의 총 

부피량 (mL)
0 8 14 20 25 29 31 32 32

수소와 요오드가 반응하여 요오드화수소 기체가 발 

생하는 반응에서 정반응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문항 1에서, 정반응속도가 점점 

느려졌다는 정답에 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93.0% 

로 정답률이 매우 높았지만,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 

2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은 63.2% 

로 낮게 나타났다(7泌/e 2). 이것은 반응속도를 시간 

에 대한 농도 변화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부피 변화 

로만 답변한 것으로, 화학반응속도 개념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없이 기계적 암기에 의해 선택형 문항의 정 

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반응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겠 

는가라는 문항 3에서 역반응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답한 고등학생들의 정답 비율은 43.0%였으나,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 4에서의 정답 비율은 18.4%로 매 

우 낮았다(7泌/e 2). 이것은 대 부분의 과학 교과서 2*2$ 
와 화학 교과서2顽에서 화학반응속도를 정의할 때, 

정반응만 일어나는 비가역 반응을 예로 들어서 생성 

물에 대한 그래프만을 사용하여 화학반응속도를 설 

명하기 때문에 역반응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즉,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 생성물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정반응의 속도는 증가해야 하 

고, 역반응의 속도는 반대로 감소해야 한다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가역 반 

응을 설명할 때, 한쪽 반응에만 초점을 두고 설명하 

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14와 일치한다.

반응물의 농도와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개념 형성율 

분석. 화학반응속도와 농도에 관한 문항 5에서 반응 

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빨라진다는 정답 

률이 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 응답 이 유를 묻는 문

Table 2. Results of the correct answer to chemical reaction rates concepts test Unit: %

Items
Forward
야 imi rates

Reverse 
reaction rates

Effe 야 of 
concentration

EH衫야 of 
temperature

EH衫야 of 
catalyst

Mean

Multiple-choice type 93.0 43.0 82.5 89.9 52.6 72.2
Statement of reason 63.2 18.4 61.4 65.5 51.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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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6에서의 정답 비율은 61.4%로 나타났다（7泌/e 2）. 

그러나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 6에서 반응물의 농도 

가 높으면 화학반응속도가 빨라진다고 답한 경우를 

정 답으로 하였기 때문에 , 반응물의 농도가 높으면 유 

효 충돌수가 증가함으로 화학반응속도가 빨라진다는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 또는 과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 없이 반복된 학습의 결과인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반응계의 반응온도와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개념 형 

성율 분석. 화학반응속도와 반응온도에 관한 문항 7 

에서 반응온도를 올려주면 화학반응속도가 빨라진다 

는 정답률이 89.9%로 매우 높았으며, 응답 이유를 묻 

는 문항 8에서 올바르게 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은 

65.5%였다（7泌/e 2）.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문항 7 

에서 옳은 응답을 했지만, 화학반응속도 증가 원인이 

분자의 운동에너지 증가보다는 충돌 횟수 증가 때문 

으로 생 각하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34.0%로 상당수 

가 있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반응온도가 반응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 

등학교 과학교과서咨끄와 화학 교과서"眾에서 설명하 

고 있는 충돌론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반응온도를 올렸을 때 화학반응속도 

가 빨라지는 이유를 반응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 

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들끼리의 충돌 횟수가 많 

아져서 화학반응속도가 증가한다고 고등학생들이 충 

돌론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화학반 

응속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한 학습지도 시에 

일반적으로 반응물질이 기체인 경우 반응온도가 i（rc 

올라가면 반응속도는 2배 정도 증가하나, 반응온도 

10°C 상승에 따른 분자들의 충돌 횟수는 약 2% 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올라갈 때 분자들 

끼리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화학반응속도 

가 빨라진다는 개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촉매와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개념 형성율 분석. 화 

학평형 상태에서 정촉매의 효과에 관한 문항 11에서 

정촉매를 넣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속도가 모두 빨 

라진다고 응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은 52.6%였으며,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 12에 올바르게 답한 고등학 

생들의 비율도 비슷한 51.8%였다（7泌/e 2）. 다른 문 

항들에 비해서 족매와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개념 형 

성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촉매가 화학반 

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유로 반응경로와 활 

성화 에너지에 관련된 과학적 개념이 많아33 고등학 

생들이 이들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화학평형 개념 형성 정도. 화학평형에 대한 개념 형 

성 정도는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로 분석하였다 

（Table 3）.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 Table 2의 화학반응속 

도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인 72.2%에 비해 

서 화학평형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의 평균이 32.0% 

로 상당히 낮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화학평형의 과 

학적 개념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화학평형 개념은 고등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렵고또한 가르치기도 어려운 개념 중 

의 하나로서 선수 개념의 부족과 이상기체법칙, 부분 

압력, 농도, 화학양론, 화학반응속도 등의 잘못된 적 

용, 평형상수와 평형상수 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르 

샤틀리에 원리의 기계적 적용 등의 매우 다양한 원 

인으로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는 연구 결과들”商과 일치한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기 위해 화학평형에 관한 각 영역별 개념 형성율 

을 분석하였다.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 분석. 문항 1이 화학평형의 

기본적인 개념인 동적 평형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6.0%로 

낮은 것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화학평형 상태를 정적 

평형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이다. 동적 평형에 관한 문항 2의 정답률이 21.1%로 

낮았고, 또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정반

Table 3. Results of the correct answer to chemical reaction equilibrium concepts test

Concepts
State of chemical 

equilibrium
Ef企야 of 

concentration
EH衫야 of 

temperature
Ef企야 of 
catalyst

Mean

Response precent (%) 38.1 29.4 26.3 34.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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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속도와 역반응속도 변화에 관한 문항 3의 정답률 

이 27.2%로 낮은 것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화학평형 

을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적 평형으 

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화 

학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의 농도 변화에 관한 문항 4에서는 정답률이 54.4% 

로 다소 높았으며, 또한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에 관한 문항 5에서도 정답률이 51.8% 

로 다소 높았다. 이것은 이들 문항이 한쪽 반응만 생 

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 것 같으며, 또한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학습에서 주로 정반응에 관한 

개념만을 학습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도변화와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 분석. 정반응과 

관련된 농도 증가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에 관한 문 

항 6에서는 정답률이 44.8%였으나, 역반응과 관련된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에 관한 문항 7에서의 

정답률은 14.0%로 매우 낮았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에 

서도 지적했듯이 가역 반응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반응에만 초점을 두고 설명함으로써 역반응에 대 

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응온도 변화와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 분석. 반응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에 관한 문항 8에서 

정답률이 26.3%로 과학적 개념 형성율이 낮았다. 이 

것은 고등학생들이 화학반응속도와 반응온도와의 관 

계에서 반응온도를 올려주면 정반응 속도만 빨라진 

다고 한쪽 반응만을 생 각하거나, 또는 반응온도를 올 

리면 정반응속도와 역반응속도가 동시 에 빨라지기 때 

문에 화학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서 오 

는 오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촉매와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 분석. 촉매에 의한 화 

학평형 이동에 관한 문항 9에서 정답률이 36.8%로 

나온 것은 반응 메커니즘에 의한 이해보다는 촉매는 

화학반응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단순한 학습효과에 의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촉매 에 의한 화학평형 

이동에서 역반응속도와 관련된 문항 10에서의 정답 

률이 31.6%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들이 

화학반응속도에 미치는 촉매의 영향을 학습할 때, 정 

반응속도와 활성화 에너지 관계만을 학습한 결과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동시에 변화됨을 잘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 

화학반응속도 관련 문항과 화학평형 관련 문항의 각 

영역별로 정답률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화학반응 

속도와 화학평형 각 영역별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았다.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 비교. 고등 

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의 각 영역별 개 

념 형성율을 비교하였다（7泌/e 4）. 화학평형 개념 형 

성율 분석에서 동적 평형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정 

답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반응속도에 대한 개념 형성 

율과 역반응속도에 대한 개념 형성율을 같다고 간주 

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의 화학반 

응속도와 화학평형의 각 영역별 개념 형성율을 비교 

해보면, 모든 영역에서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이 떨어 

짐을 볼 수 있다. 화학반응속도에 대한 개념 형성율 

에 비하여 화학평형에 대한 개념 형성율이 떨어지는 

것은, 화학반응속도 학습 시에 정반응 위주의 개념 

학습으로 인하여 화학평형 학습에서도 정반응 위주 

의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연관성 

이 있기 때문에 화학반응속도 개념 학습 시의 정반 

응 위주의 개념 학습이 화학평형에 대한 오개념의 원 

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fonnation of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Unit: %

Items
Forward
야 imi rates

Reverse 
reaction rates

Ef企야 of 
concentration

Ef企야 of 
temperature

EH衫야 of 
catalyst

Mean

Chemical 야 imi rates 63.2 18.4 61.4 65.5 51.8 52.1
Chemical equilibrium 38.1 38.1 29.4 26.3 34.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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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rrelation bebveen concepts on chemical reaction rates and concepts on chemical equilibrium

Factor Mean (%) Std. Deviation

Concepts
Chemical 야拓盐 rates
Chemical equilibrium

52.1
32.0

18.6
19.5

0.51*

Forward reaction
Chemical 야拓盐 rates 63.2 48.6

0.17
Chemical equilibrium 38.1 25.1

Reverse 야拓盐
Chemical 야拓盐 rates 18.4 37.7

0.23*
Chemical equilibrium 38.1 25.1

Effect of concentration
Chemical 야拓盐 rates 61.4 43.0

0.34*
Chemical equilibrium 29.4 31.8

Efte of temperature
Chemical 야拓盐 rates
Chemical equilibrium

65.5 27.8
0.12

26.3 44.5

Ef 企야 of catalyst
Chemical 야拓盐 rates 51.8 38.4

0.33*
Chemical equilibrium 34.2 50.2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 전 영역간 및 

각 영역별 상관관계.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와 

화학평형의 각 영역별로 개념 형성율을 비교한 Table 4 

의 결과를 근거하여,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 전 영역간 및 각 영역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7H비e 5）.

Table 5에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 

전 영역의 개념간 상관계수가 0.51 로, 화학반응속도 

개념의 이해와 화학평형 개념의 이해와는 상관관계 

가 다소 높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 

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학습 단원인 화학반응속도 개념이 화 

학평형 개념 형성에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정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계수가 

0.17로, 고등학생 들의 정 반응속도 개념 과 화학평 형 개 

념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반응속도 개념은 화학평형에서 정반응속도와 역반 

응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계수가 

0.23으로, 고등학생들의 역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 

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낮지만 

있는 것은 역반응속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 

등학생들이 화학평형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농도와 관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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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간의 상관계수가 0.34로, 고등학생들의 농도와 관 

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관 

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 요인을 분자들의 충돌수 

와 관련시킨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역반응속도 개념 

학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농도 

와 관련된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이 낮은 것은 많은 

고등학생 들이 화학반응속도에 서 역 반응은 고려 하지 

않고 정반응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응온도와 관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계수가 0.12로, 고등학생들의 반응온도 

와 관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관관계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반응온도는 반응속도에만 관여 할 뿐 

화학평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라 생각된 

다. 그리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화학평형과 화학반응 

속도를 혼동하며,'心 화학반응속도 단원 학습에서 기 

초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온도와 관 

련된 화학평형 개념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촉매와 관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 

념간의 상관계수가 0.33으로, 고등학생들의 촉매와 

관련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에 상 

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화학반응속도에 미치는 촉매의 영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고려한 학습이 

화학평형에 미치는 촉매의 영향에 대한 개념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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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3학년 학 

생 120명을 대상으로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화학 

반응속도에 관한 개념 형성율과 화학평형에 관한 개 

념 형성율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화학 

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72.2%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과학적 개념 형성율을 나타내는 응답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52.1%로 상대적 

으로 낮았다. 화학반응속도에서 과학적 개념 형성율 

이 가장 낮은 영역은 역반응속도에 관한 문항으로 개 

념 형성율이 18.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 

들의 화학평형에 관한 과학적 개념 형성율은 32.0% 

로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과학적 개념 형성율에 비해 

서 낮았다. 영역별로는 정반응에 관련된 개념 형성율 

이 역반응에 관련된 개념 형성율보다 높았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화학반응속도 개념과 화학평형 개념간 

의 상관관계 에 서 전체 적 인 상관계수가 0.51 로 상관관 

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역별로는 농도와 

촉매와 관련된 개념간의 상관계수가 각각 0.34와 0.33 

으로 상관관계 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 

도와 관련된 개념간의 상관계수는 0.12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고등학생들이 화학반응속도에 대한 개념 이해보다 

화학평형에 대한 개념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정반응 

속도 개념의 형성율에 비해서 역반응속도 개념의 형 

성율이 낮은 것은, 고등학생들이 화학반응속도 개념 

학습 시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반응과정에서 

정반응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것이 화학평형 개념 이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역반응 속도개념 형성율이 낮은 고등학 

생일수록 화학평형 개념 형성율이 낮은 것이다. 따라 

서 화학평형 개념의 선개념으로 중요한 부분인 화학 

반응속도에 관한 과학적 개념 형성 이 화학평형에 대 

한 오개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반응 위주의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교수

학습 방법은 동적 평형과 관련된 화학평형 개념 형 

성 에 어 려움을 초래 하므로, 화학반응속도론에 근거 하 

여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학습 지 도하는 것 이 화학 

평형 개념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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