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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았다. 우수학력 학생들은 현상

의 변화를 물질의 특징과 모형을 함께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고, 보통학력 학생들은 단순한 상황에 한정하여 모형을 활용하

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학생들은 모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물질 현상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지 못했다.

주제어: 성취수준,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ABSTRACT. We investigated student’s characteristics in each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using the results of the NAEA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2009 and 2010 for Grade 9 students. The analysis of representative

items of each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revealed that (a) advanced level students could explain the change in phenomena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matter and the model, (b) proficient level students could explain only simple phenomena with

the model, and (c) basic level students did not understand the model and were therefore unable to use it to explain phenomena.

Key words: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Advanced level, Proficient level, Basic level

서 론

미래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이 매우 중요한 시민의 소양이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1과 2009 개정 교육과정2이 발표되

었고, 현 정부도 기존의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다

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

양화, 자율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개인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까지 표집으로 시행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8년부터 전수 평가 체제

로 전환하여 국가가 개별 학생들의 학력을 책임지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3,4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보통, 기초, 기초미달 수

준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을 발

표하면서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에 대한 학교 책무성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기초 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

조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등

에서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장학 자료

를 작성,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특

수성에 따른 교육 과정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였지만,5

과학과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이에 대한 현장 교

사들과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 심화보충형 수준별 과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수업 시수, 심화보충 대상

자 선정을 위한 타당한 평가 도구의 부재 등의 여러 문제

점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6 수준별 교육과

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명칭이 사라지고 ‘학습

내용, 학생 수준, 실험 여건, 지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학습 방법’으로 학습 지도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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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흥미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 하도록 하는 등

수준별 수업의 형태로 학교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 또한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학생의 적성, 학교

와 지역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거

나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

수준별 교육 및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선

수준별 집단 편성과 특별보충 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7 수준별 수업에 대한 반

성과 개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의 분반 준거로 정기 고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

는데8
, 학교 정기 고사는 주로 상대적 서열 도출을 목적으

로 하는 규준지향 평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준별 수

업을 위해 학생들이 해당 교과의 특정 성취기준에 얼마

나 도달하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하

는 데는 불충분하다9. 학교 현장에서는 수준별 학습에 대

한 체계적 평가7,10와 수준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 개발11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

이다. 최근 초등학교 수학 과목에서 우수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12에서 성취수준별 능

력 차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수준

별 분반이나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구성하는 데 도움

될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특징에 관하여 초등학교 수학 과

목에서 성취수준별 능력을 조사하여 제시한 연구13가 있

지만 과학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과학과의 교육과

정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특정 개

념이 그 폭과 범위를 달리하면서 쉬운 정도에서 어려운

정도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

학교에서 하위 개념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고등학교에서

상위 개념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과학 과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과학 과목

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이해 수준 등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수준별 분반이나 수업에 대한 학교 현

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취수준에 대한 고찰

성취수준에 대하여 정의하기 전에 먼저 성취기준과 평

가기준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성취기준에 대한 정

의로 각 과목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14,15

한 것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측정할 근거가

된다. 

평가기준은 과목별 평가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평가 영역에 대하여 학생들이 성취한 정

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성

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정의14, 15한다. 이 정

의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평가 문항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도16 하였다.

성취수준에 대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해당

학년 혹은 각 교과 그리고 해당 평가 영역별로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보고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를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성취기준은 ‘평가도구 개발의 준거’, 평

가기준은 ‘평가 도구의 수준 구분의 기준’, 성취수준은

‘교육 목표의 도달 정도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

능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과 평가에서 구분한 4가지

성취수준의 의미를 제시한 연구16에서는 우수학력은 보

통학력에 해당하는 것을 성취하는 동시에 심화발전된 내

용을 추가적으로 성취한 수준으로, 지식 영역에서는 과학의

사실, 개념, 원리, 이론, 법칙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생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보통학력은 해당 학년에서 보통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것

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보통의 학

생들이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성취

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기초학력은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하

기를 기대하는 최소 필수 목표를 성취한 수준으로, 해당

학년의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

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기초학력 미달은 정상적인 교수학

습 활동을 통해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

하기를 기대하는 최소 필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

최근까지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17,18에서는

기존 연구16의 정의와 유사하게 우수학력은 평가 대상 학

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 수준으로, 보통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상당부분 이해한 수준

으로, 기초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수준으로 규정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학교 3학년 대상의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에서 성취수준별 비율은

2009년의 경우 우수학력 19.7%, 보통학력 39.2%, 기초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의 성취수준별 특징 분석: 화학 영역을 중심으로 129

2013, Vol. 57, No. 1

력 33.4%, 기초학력 미달 7.7%이었다.17 2010년의 경우 우

수학력 19.9%, 보통학력 36.9%, 기초학력 35.0%, 기초학

력 미달 8.1%이었다.18

수준별 수업의 목적은 다양한 수준과 능력을 가진 학생

들에게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

이다.9 선행 연구16−18에서는 각 성취수준별 의미를 제시하

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나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성취수준별 특징이나 각 성취수준에 속한

학생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수준별 정답률이 공개된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중학교 3학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화학이라는 학문을 구성하는 지식의 구조에서 학생들이

성취수준별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성취 수준별로 학생

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수준별 수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

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 방법

분석 대상 문항의 선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준거참조평가로, 구성 문항은 단원별, 행

동영역별, 성취수준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과 정답률은 매년 공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취수준별 정답률이 공개된 2009, 2010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17,18에서 중학교 화학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원별로 출제된 분석 대상

문항 수는 Table 1과 같다.

분석 대상 문항의 중영역별 재분류

본 연구는 중영역19을 이용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과 문항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19에서 제안한

중영역은 교육과정이나 성취기준의 변화에 상관없이 연

도별 성취도 평가 결과 비교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기준인데, 연도별로 다른 단원에서 출제된 문항의

분석 시 공통된 기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20

성취수준별로 문항을 분석하기 전에 중영역과 중영역을

구성하는 성취기준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문항을 재분류

하였다. 기존 연구19에서 제안한 중영역은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물질의 구조,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화학 반응 등 총 4개인데, 중학교 대상의 성취도 평가의

특성상 화학 반응 중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었다. 문

항 재분류 시 각 문항이 대표하는 성취수준이 있을 경우

해당 성취 수준에 문항 번호를 표시하였다. 성취수준의

대표 문항a)에 대한 의미와 기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18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와 기준을 이용하였으

며, 재분류된 문항 번호를 각 성취수준별 평균 정답률과

대표 문항이 속한 성취수준을 함께 표시하여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성취기준별로 성취수준별 특징 도출

먼저 대표 문항이 속한 성취수준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

하여 분석 대상 문항을 구성하는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

거나 서답형의 답을 서술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 문

항의 출제 의도와 문항 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

으며, 이 능력을 대표 문항이 속한 성취수준의 특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대표 문항이 속한 성취수준의 하위

성취수준에서는 해당 문항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능력

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그 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유를 추론하기 위해 반응률이 가장 높은 오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17,18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영역별로 성취수준별 특징 도출

성취수준별 분석을 마친 후 동일한 중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의 특징을 성취수준별로 통합 진술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취수준별 학생들의 능력은 전국

수준에서 도출한 성취수준 비율17,18에 근거하여 전국 평

균의 성격을 가지며,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의 선정 시 각

Table 1. The number of target items to analyze

Large Region Unit
Year

2009 2010

Matter

7* three State of Matter 2 -

7 Motion of Molecule 1 2

7 State Change and Energy 1 1

8 Characteristics of Matter 2 2

8 Separation of Mixture 1 2

9 Composition of Matter 1 3

9 Regularity in Matter Change 2 -

*Number means grade level

a)각 성취수준의 대표문항을 그 성취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문항 정

답률이 70% 이상이고 그 아래 성취수준에 속하는 학생의 문항 정답

률이 70%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

취수준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표문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문항에 대

하여 우수학력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이 75%이고 보통학력

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이 50% 일 경우 그 문항을 우수학력

대표문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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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수준별 평균 정답률이 7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

으므로 특정 개인이 해당 성취수준에 속하여도 그 개인

이 그 문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항 분석 시 평균 정답률, 성취수준별 정답

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반응 원인을 추론한 것이며, 문

항별 학생들의 반응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중영역의 성취수준별 특징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b)은 2009년 9번 문항으로 우수학력 대표 문항이

었다.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흘

러내린 촛농이 식어 굳는 현상을 응고라는 용어로, 안경

을 낀 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안경에 김이 서리는 현상을

액화라는 용어로, 아이스크림 포장 용기 속에 넣어둔 드

라이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승화라는 용어

로 나타낼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92.0%).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60.9%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 답인 ④번의 반응률이 37.0%이었다. 이는 보기(가), (다)

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 용어는 찾고 있으나 보기(나)에 해

당하는 상태 변화 용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학

Table 2. Reclassified items in each achievement level

Large Region Middle Region Achievement Criteria
Year-Item 
Number

Rates of right Response(%)

Advanced Proficient Basic

Matter

Sate of Matter and 
Change of State 

To explain state change of matter with 
particle model 

09_09 92.0* 60.9 24.7 

09_10 79.9 62.9 33.3 

To explain motion of molecule with 
particle model 

09_11 98.1 90.3 60.9 

10_09 97.7 87.6 50.8

10_16 98.3 94.4 72.4

To explain state change of matter with 
thermal energy

  09_d3** 91.2 64.8 21.6 

10_d3 81.0 50.3 16.5

Structure of Matter 

To know that matter consists of elements 10_d4 96.8 84.1 44.4

To explain and differentiate between pure 
substance and mixture, simple substance 
and compound 

10_10 76.0 48.6 28.8

To express compound

09_15 93.9 80.0 44.7 

09_d4 96.0 81.6 46.1 

10_11 98.7 93.7 68.0

10_15 94.4 74.9 36.2

Characteristics of 
Matter and 
Separation of Mixtu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matter

09_13 92.0 52.5 20.8 

10_13 93.1 67.8 40.1

09_12 96.7 75.3 36.6 

10_12 97.8 90.2 58.5

To separate mixture with the use of 
characteristics of matter

09_14 76.3 56.4 43.1 

10_14 83.5 44.1 15.2

*grey colour means achievement level of representative item

**d means Descriptive Item

b)이하 문항과 문항 정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고서17,18를  참

고하기 바란다.

Fig. 1. Example of Item and information of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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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속하는 학생들 중 일부(보통학력의 37.0%)는 따듯

한 목욕탕에 들어갈 때 안경에 김이 생기는 현상을 기화

로 말하고 있었다. 즉, 안경 표면에 생긴 김을 기체로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

를 알면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개념 변화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면담

연구 등의 심층 분석을 추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아세톤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밀봉한 비닐 봉지가 뜨거운 물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비닐 봉지가 아세톤의 성질을 갖는 아주

작은 알갱이인 분자로 채워진다는 것을 추리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79.9%).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62.9%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

으로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비닐 봉지

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액체 아세톤이 늘어나기 때문

(보통학력의 19.5%)이거나 아세톤 분자 수가 증가하기 때

문(보통학력의 10.9%)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는 비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액체가 늘어난다는 연속적

물질관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밀봉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

고 닫힌계 내 물질의 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석한 것인

데, 모두 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론적 물질

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인 2009

년 11번 문항과 달리 보통학력 대표 문항이 되지 못했는

데, 보통학력 학생들이 입자론적 물질관을 지식적으로 가

지고 있으나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나 직접 관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속적 물질관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보통학력 학생

들이 입자론적 물질관에 의해 물질이 입자로서 이루어지

고 닫힌계에서 입자수가 일정함을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분자의 운동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11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찌그러진 농구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면 농구공이 팽팽해지는 현상을 농

구공 안의 공기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보통학력의 90.3%). 반면 기초학력 학

생들의 정답률은 60.9%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

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농

구공 안의 공기 분자수가 증가(기초학력의 15.2%)하거나

공기 분자의 크기가 커진다고(기초학력의 13.0%) 오해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학력 학생들은 물질이 일정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0년 9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기체에 힘을 가하는

추의 수,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자료를 보고 추의

수를 이용하여 압력과 부피에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보통학력의 87.6%).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50.8%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추의 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증가한다는 단순한

비례 관계를 파악하나 압력이 2배가 될 때 부피가 반이

되는 자료를 보고 부피가 2배로 된다고 해석하거나 압력

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지 여부를 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히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기초학력의

16.9%). 이를 통해 기초학력 학생들은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간단한 자료를 이용하여 반비례 관계 또는 곱하

기와 같이 두 값을 간단하게 변형하여 관계를 알아내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16번 문항은 기초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기초학력 학생들은 액체 물이 기체가 되는

현상과 기체가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이 함께 주어졌을

때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은 액체 물이 기체가 되는

다른 현상과 다름을 알고 있었다(기초학력의 72.4%). 반

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정답률은 31.7%이었으며, 반

응률이 높은 오답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문항은

증발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

하는 현상과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을 구분

하는 능력을 묻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중에는

상태 변화의 방향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열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서답형 3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

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물질의 상

태를 입자 배열로 표현한 분자 모형에서 분자 운동이 활

발해지는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분자 모형과 물질의 가열

곡선의 기화 구간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분자 모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91.2%). 반면 보통학력 학

생들의 정답률은 64.8%이었으며 하위 문항의 정답률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분자 모형을

선택하지 못했고(보통학력의 22.0%), 물질의 가열 곡선의

기화 구간의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분자 모형을 선택하지

못하였으며(보통학력의 14.9%), 둘 다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었다(보통학력의 15.5%). 물질의 세 상태를 입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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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 나타낸 세 모형을 이용하여 물질의 가열이나 분자

운동의 변화 등 물질의 성질 변화와 입자 배열 모형을 연

결짓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하는데, 보

통학력 학생들 중에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서답형 3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고체 물질을

가열하여 융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

를 물질이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며, 액체 물질을

냉각하여 응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

를 상태 변화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우수학력의 81.0%). 반면 보통학력 학생의 정답률

은 50.3%이었으며 하위 문항의 정답률을 이용하여 분석

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물질의 가열 또는 냉

각 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열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로서 이해하지 못하거나(보통학력의 40.5%),

둘 중 하나를 알지 못하였다(보통학력의 18.4%). 이는 물

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인 반면 물질의 상태 변화 시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물질의 상대적 입자 배열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열에너

지를 흡수 또는 방출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등 추상적 내

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학력 학생들 중에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구

성 상, 앞 단원에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입자 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 문항의 성취기준에 대한 이

해도 어려울 것이다.

입자라는 미시적 세계로 인해 나타나는 거시적 특징 중

의 하나인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쉽

게 관찰할 수 있는 물질 현상으로, 화학에서 이 영역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19에서는 물질 영역을 구성하

는 4가지 중영역 중 하나로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설정한 바 있다. 분석한 내용을 성취수준별 능력c)으로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중영역 중 ‘물질의 상태 변

화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

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

에서 경험하는 상태 변화 현상을 과학적 용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기화는 물질을 구성하는 일정한 수의

작은 입자가 배열이 달라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보통학력 이하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

험하는 일부 상태 변화 현상에 대하여 적합한 과학적 용

어를 선택하여 표현하지 못하며, 기화 현상을 액체가 연

속적으로 늘어나가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수의 증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의 운동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

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보통학력 이상 학생

들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를 올려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

는 현상에 대해서 구성하는 물질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

진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학력 이하 학생

들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입자

수가 증가하거나 분자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초학력 학생들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과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이 서로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열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우수학

력 학생들은 물질의 상태를 입자 배열로 표현한 분자 모

형을 물질의 가열이나 분자 운동의 변화 등 물질의 성질

변화와 관련지을 수 있으며, 상태 변화 시의 온도가 일정

한 현상을 열에너지의 흡수, 방출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보통학력 이하 학생들은 물질의 상태를 입자 배열로 표

현한 분자 모형을 물질의 가열이나 분자 운동의 변화 등

물질의 성질 변화와 관련짓지 못하며, 상태 변화 시의 온

도가 일정한 현상을 열에너지의 흡수, 방출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구조’ 중영역의 성취수준별 특징

•물질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안다.

2010년 서답형 4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

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수소와 염

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화학 반

응의 부피비를 보고 이 반응을 설명할 모형에서도 염화수

소 기체의 부피가 수소 기체 부피의 2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체 반응을 나타낸 모형에서 수소 기체와 염

소 기체를 분자의 형태로 나타내야 함을 알고 있었다(보

통학력의 84.1%). 반면 기초학력 학생의 정답률은 44.4%

이었으며 하위 문항의 정답률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면, 기

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기체 반응을 나타낸 모형에서

염화수소 기체의 부피가 수소 기체 부피의 2배가 되어야

함을 알지만 수소와 염소 기체를 분자의 형태로 나타내

야 함을 모르거나(기초학력의 28.7%), 기체 반응을 나타

낸 모형에서 염화수소 기체의 부피가 수소 기체 부피의 2

배가 되어야 함과 수소와 염소 기체를 분자의 형태로 나

타내야 함을 모두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기초학력의 35.0%).

즉,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기체 반응의 부피비와 모

c)각 성취수준별 대표문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각 성취수준에 속하는

대다수(70% 기준)의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특징을 기술

한 것이므로, 예를 들어 우수학력의 능력이라도 보통학력에 속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해당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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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부피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반응물인 수소와 염소

기체를 2원자 분자의 형태로 표현해야하는 것을 이해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와 홑원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010년 10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끓는점이 일정한 온도

에서 나타나는 가열 곡선과 끓기 시작한 후 끓는점이 서

서히 증가하는 가열 곡선 자료를 보고 끓는점이 일정한

온도에서 나타나는 곡선은 순물질이며 끓는점이 서서히

증가하는 곡선은 혼합물에 해당함을 알며, 물은 순물질이

고 소금물은 혼합물임을 알고 있었다(우수학력의 76.0%).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48.6%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

들 중 일부는 끓는점이 서서히 증가하는 곡선이 물에 해

당하며, 끓는점이 일정한 온도에서 나타나는 곡선을 에탄

올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다(보통학력의 33.0%). 즉,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물과

혼합물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짐

작되는데, 좀 더 정확한 이유의 파악을 위해 심층 연구를

추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화합물을 나타낼 수 있다.

2009년 15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공 모양의 원자를 이

용하여 여러 화합물을 나타낸 분자 모형을 보고 원자의

공간 배열 즉,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파악

할 수 있었다(보통학력의 80.0%).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

의 정답률은 44.7%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

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똑같은

모양의 공 2개로 구성된 2원자 분자를 보고 2종류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 생각하거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세지 못하는 등 분자 모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기

초학력의 19.6%). 

2009년 서답형 4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

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반응하는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입자로 나타낸 분자 모형으로 주어

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됨을 알고 생성되는 이산화탄

소의 분자 모형을 그릴 수 있었다(보통학력의 81.6%). 반면

기초학력 학생의 정답률은 46.1%이었으며 하위 문항의

정답률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

는 반응물의 분자 모형을 보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분

자 모형을 그릴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지 모르거나(기초학력의 22.5%),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지 알지만 반응물의 분자 모형을 보고 생성되는 이산화

탄소의 분자 모형을 그리지 못하며(기초학력의 13.8%),

또는 둘 다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기초학력의 37.2%). 즉,

화학 반응을 통하여 반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생성되

거나 사라지지 않고 생성물을 구성한다는 화학 반응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모형을 보고 이산화탄소 모형을 그

리는 간단한 활동을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정확한 이유의 파악을 위해 심층 연구를 추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2010년 11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

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주어진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

분자의 화학식의 표현 방법을 알고 있었다(보통학력의

93.7%).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68.0%이었으

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

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아래 첨자 대신 위 첨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기

초학력의 14.0%)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화학식을 나

타내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15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

여 만든 분자 모형을 보고 분자 모형을 구성하는 원소 종

류의 수와 원자의 수를 알고 있었다(보통학력의 74.9%).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36.2%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분자 모형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 수를 표현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기초

학력의 36.2%).

물질의 거시적 특성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 즉,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 및 결합 형태에 영향을 받

는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단순히 입자로서 다루던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중영역과 달리 물질의 특성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에 의해 영향받는 점을 고

려하여 기존 연구19에서는 물질 영역을 구성하는 4가지

중영역 중 하나로 ‘물질의 구조’를 설정한 바 있다. 분석

한 내용을 성취수준별 능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의 구조’ 중영역 중 ‘물질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보통

학력 이상 학생들은 부피비가 주어진 간단한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입자 모형에서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 형태가 아닌 분자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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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와 홑원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

항 분석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끓는점이 일정한

가열 곡선과 일정하지 않은 가열 곡선 중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해당하는 가열 곡선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물은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혼합물임을 아는 반면, 보통학력 이

하 학생들은 물은 에탄올보다 끓는점이 높다는 수준의

지식은 있으나 끓는점이 일정한 가열 곡선과 일정하지

않은 가열 곡선 중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해당하는 가

열 곡선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합물을 나타낼 수 있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은 공이나 볼트와

너트로 분자의 구성 입자를 나타낸 분자 모형을 보고 분

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고 이를 화학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은 분

자 모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이나 볼트와 너트

로 분자의 구성 입자를 나타낸 분자 모형을 보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또는 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중영역의 성취수준별 특징

•물질의 특성을 이해한다.

2009년 13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물의 질량이 변할 때

각각 최대한 녹아 들어간 용질의 질량을 다양하게 나타

낸 자료를 보고 물질의 용해도는 물 100 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이라는 정의를 이용하여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92.0%).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

률은 52.5%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물의 질량을 고

려하지 않고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만으로 용해도를 판

단하였다(보통학력의 20.2%). 이는 물 100 g에 최대로 녹

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는 용해도의 정의를 기억하

지 못하고 현재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로 오해

했거나 물질을 구별하는데 용해도를 사용해야 함을 몰랐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좀 더 정확한 이유

를 알아내기 위해 이 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을 구체적으

로 조사하는 심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3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물의 질량에 따라

최대한 녹아 들어간 몇 가지 용질의 질량과 물에 대한 용

해도를 나타낸 자료를 보고 각 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93.1%).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67.8%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

으로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물에 대한

용해도의 정의에 따라 물 100 g을 기준으로 용해되는 용

질의 질량으로 자료 변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9년 12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질량과 종류가 다른 액체를 가열하여 가열 시간과 온도

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평한 부분

이 끓는점이며, 끓는점이 같으면 동일한 물질이고,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간 인력이 크며, 끓는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고, 동일한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질량이 작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보통학력의 75.3%).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36.6%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

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끓는점이 같더라도 질량이 달라 온도 변화 기울기가 다

른 두 액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오해하고 있었다(기초학

력의 36.2%). 또한 끓는점이 높을수록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초학

력의 13.2%). 즉,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물질을 구별

하는데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12번 문항은 보통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보통학력 학생들은 질량과 부피를 제

시한 자료에서 어떤 물질이 같은 물질이라고 결론을 내

리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근거로 밀도를 선택할 수 있었

다(보통학력의 90.2%). 반면 기초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58.5%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

해보면, 기초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밀도가 물질을 구별

하는 특성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밀도가 물질

의 특성임을 이해하지 못하여 밀도를 비교하여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2009년 14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알콜 램프, 물이 담

긴 비커에 넣어진 가지달린 시험관, 얼음물이 담긴 비커

에 넣어진 시험관 등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이 끓는점이 다르지만 잘 섞이는 혼합물로 알

려진 물과 에탄올임을 찾을 수 있었다(우수학력의 76.3%).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56.4%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혼합

물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알려진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을 골랐다(보통학력의 29.5%).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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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잘 섞이지만 끓는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합물을 서서히 가열하여 먼저 끓어 나오는 물

질을 냉각시켜 분리해낼 수 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물

에 대한 용해도 차가 큰 두 고체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는 가열하여 물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냉각하면서 석출

되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기구 중 시험

관은 가지달린 시험관으로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

분리하는 경우는 편리하지만 물에서 석출되는 고체 물질

을 분리하기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즉, 혼합물을 효

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혼합물의 특성과 함께 실험

장치의 특징을 함께 이해하고 둘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14번 문항은 우수학력 대표 문항으로 문항 구성

의 특징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은 물과 에탄올의 혼

합물을 끓는점 차이로 분리하려고 할 때, 액체 혼합물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 없음을 알고 있었

다(우수학력의 83.5%). 반면 보통학력 학생들의 정답률은

44.1%이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을 중심으로 분석

해보면, 보통학력 학생들 중 일부는 액체 혼합물의 질량

과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물중탕 장치와 냉

각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보통학력의

22.2%), 먼저 끓어 나오는 물질을 액화시켜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보통학력의 14.3%). 즉, 혼합물의 분리

시 고려하는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떤 실험 과정을

선택해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 물질을 서로 구별

하는 중요한 성질로 이용된다.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은 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물질의 성질을 다

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19

에서는 물질 영역을 구성하는 4가지 중영역 중 하나로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를 설정한 바 있다. 분석한

내용을 성취수준별 능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중영역 중 ‘물질의 특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우

수학력 이상 학생들은 용해도의 정의를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보통학력 이하의 학생들은 물질을 구별

하는 데 용해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보통학력 학생들은 끓는점과 밀도로 물질을 구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은

대표적 물질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끓는점, 밀도 등이 물

질의 구별에 이용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성

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을 통하여 우수학력 학생들

은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보통학력 이하의

학생들은 혼합물의 분리시에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 분리

장치를 서로 연결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중영역에서 성취수준별 특징 종합

각 중영역에 속하는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중영역에서 성취수준별 학생들이 이해하는

능력의 특징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중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분

석 결과, 우수학력 학생들은 상태 변화 현상을 물질의 입

자 모형 및 열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의

한 물리적 변화 현상의 경우 물질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이상 학생들은 액체가 기체

로 변하는 현상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 서로 다

름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태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구조’ 중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분석 결과, 우수

학력 학생들은 끓는점 곡선의 모양을 보고 순물질과 혼

합물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은 분자

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분자 모형의 의

미를 이해하고 화학식의 표현 방법을 알고 있다.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 중영역에 해당하는 문

Table 3. Understandings in each achievement level at each middle region

Middle Region Understandings Level of Achievement

Sate of Matter and Change 
of State 

Explain phenomena of state change with particle model and thermal energy Advanced

Explain physical change of matter with particle model while temperature is changing 
in an constant state 

Proficient

Differentiate between change of liquid to gas and change of gas to liquid Basic

Structure of Matter 

Differentiate between pure substance and mixture with the shape of boiling point curve Advanced

Understand molecule model expressing the kind and the number of atom consisting 
molecule, and the way of expressing chemical formula

Proficient

Characteristics of Matter 
and Separation of Mixture 

Underst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atter is intrinsic property of matter to 
distinguish matter, and can use it to distinguish matter or to separate mixture

Advanced

Know that som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matter can be used to distinguish matter Pro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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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분석 결과, 우수학력 학생들은 물질의 특성이 물질을

구별하는 고유한 성질임을 이해하고 물질을 구별하거나

혼합물을 분리할 때 물질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이해하고 있으며,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은 몇 가지 대표

적 물질의 특성이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09,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

과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화학 영역의 세 가지

중영역은 물질의 상태와 상태 변화, 물질의 구조,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이었다. 중학교 화학을 구성하는 교

육과정을 중영역별로 구분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수준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수학력 학생들은 상태 변화나 혼합물의 분리와 같이

어떤 현상의 변화와 물질의 특징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보통

학력 학생들은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와 같은 특정 조건

만 변하는 상황의 물질의 특징이나,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모형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한 상황에 한정하여 모형을 활용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학생들은 모형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하여 물질 현상을 설명하는데 모형을 사용하지

못한다. 화학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물질 현상 위주

로 내용을 다루다가 중학교에서 모형을 이용하여 물질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보통학력 학생들은 상태가 변

하지 않는 단순한 상황에 한정하여 물질 현상을 모형으

로 설명할 수 있으나 중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에서 본격

적으로 다루는 모형을 이용하여 상태 변화 현상을 잘 설

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처치 방안

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은 물

질 현상을 설명할 모형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으로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화학은 물질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에 모형을 통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앞으로 분

자 수준에서 물질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다. 따라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하여 모형의 의미를 이

해하는 수준부터 시작하여 단순한 상황에 한정하여 물질

현상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교수학습적 접근 방식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목표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

위 학년의 개념 이해가 상위 학년의 개념 이해에 연속적

으로 영향을 주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과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수준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

는 국가수준에서 개별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공적인 과학 교육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9년, 2010년 결과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포괄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지 못한 2008년 이전

결과도 포함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전반적 학

생들의 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7, 2009년 개정 교

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별 특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학과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별 특

징을 파악하는 것은 수준별 분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

수 학습 자료 제작,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 자료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문항별 오답 반응 분석에서 오답을 선택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문항 구성과 답지 반응으로부터

추론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의 답지 반응만으로 대표문항이 속한 성취수준

의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하위 성취수준의 학

생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능력과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성취수준별 보정 교육을 위한 효

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대표문항의 하위 성취수준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추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성취수준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

하려면 오답 선택을 유도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

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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