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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용해 개념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 소재 시각장애 초등학교 5학년 학

생 4명(3명은 전맹, 1명은 저시력)을 대상으로 용해 현상, 용액의 균일성, 용해 시 질량의 보존, 그리고 용해 시 부피의 변화

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 상황은 녹화되었고 그 자료를 전사한 뒤 분석하였다. 인터뷰를 분

석한 결과, 시각장애 학생들은 용해 현상, 용해의 균일성, 용해 시 질량의 보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용해 시 부피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는 같은 학년의 일반 학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용해의 균일

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바르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 수준은 현상적 경험에 기초한 피상적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시각장애 학생은 입자 수준의 설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학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시각장애, 초등학교, 용해, 미시적 수준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elementary students’ conceptions on dissolution were

investigated.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about phenomenon of dissolution, uniformity of solution, conservation of mass

on dissolving and volume change during dissolving were conducted with 4 fifth-grade elementary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ree

were blind, and one had low-vision).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after transcrip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knew well about the phenomenon of dissolution, uniformity of solution, and conservation

of mass on dissolving, while they couldn’t explain volume change during dissolving. Although students with visual impair-

ments were found to have similar level of understanding with students without visual impairments, they had sounder under-

standing about uniformity of solution. Howeve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had superficial understanding based on phenomenal

experiences. Some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ried to give micro-level expla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

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Visual impairments, Elementary school, Dissolution, Micro-level

서 론

1980년대 많은 나라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Science for All)’이 과학교육의 목표가 된 이래로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은 과학 교과의 중요한 목표로 인

식되어 왔다.1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은 “기본 개념을 이해

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적

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

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고 명시함으로써2−4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과학적 지식과 태도 교육

에 힘쓰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에는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

다. 즉, 장애학생에게도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과학적 소양의 습득은 필수적인 것이다.1 이를 위

해 우리 나라 과학과에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같은

교육과정을 사용하되, 장애학생의 특성 및 수준에 맞게

재진술된 기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5−7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축소해서 가르치거나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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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학을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

다.8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

든 사람을 위한 과학교육에는 진정한 의미의 모든 학생

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9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지

금까지 국내외에서 특수교육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8,10−14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국어나 수

학과에 비해 과학교육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8

여러 장애 영역 중 시각장애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능

력이 정안 학생들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이 보고된 바 있어15,16 과학교육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Jones 등17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중재(accommodations)를 거치면 고차원의 과학 개념도 습

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국내 연구들에서 시각장애학생은 시각 정보처리에

어려움 때문에 과학수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

적되었다.12,18 이처럼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

는 이유는 같은 시각장애라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의 장

애 정도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최근에 중복 장애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19을

감안한다면 연구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 학생의 과학교육을 위한 연구는 주로 대학 교

육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20−23 최근에는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11 화학,17 생물학24 분야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과학적 태도8,25,26나 STS 수업의 효과,27 과학 점자 교과서의

점역 실태,28 과학교육 실태 분석,12,18,29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과학 교구 개발30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

분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

의 과학 개념특성과 그에 기초한 연구 개발이 절실한 상

황이다.

초·중학교 수준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과학교육은 장

애로 인해 상실되는 관찰 정보의 제한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25 시각장애 학생이 가진 다른 감각

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1 실제로 이윤정과

임성민11은 시각장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각을 활용

한 관찰 능력을 조사한 바 있다. 소리 관련 실험 상황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5개 영역의 관찰 능력 평가 척도에

서 관찰의 정확성과 정교성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

함을 보고하였다. Supalo 등31은 용액에서의 화학적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 물 속에서 빛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음

색이 변하는 장치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해 현상은 초등

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수준까지 폭넓게 다뤄지고 있으며32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포함되고

있는 주제이다.33 그러나 용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분자나 이온과 같은 미시적인 입자 개념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해는 고등학생들에게 조차 이해

하기 쉽지 않은 개념 중 하나이다.32 심지어 시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있어 용해 개념에 대한

이해는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 학생도

정안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공간지각 인식을 통한 시각 개

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14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 학생의 미

시적 개념에 대한 이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의 추상적인 과학 개념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초등학생의 용해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용해 관

련 개념 문제에 대한 시각장애 초등학생의 개념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시각장애 학교의 초등부

5학년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간략한

배경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별 측면에서는 4명

중 1명만이 여학생이었고, 시각장애 정도 측면에서는 3명

은 전맹, 1명은 저시력 학생이었다. 전맹 3명은 모두 선천

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저시력 학생 1명

은 초등학교 3학년때 시력을 잃게 되어 1년 전에 전학을

왔다. 4명 모두 다른 장애는 없어 시각 손상 외에는 학습

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었다.

인터뷰를 통해 과학 및 과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과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실험 활동 때문에 과학을 좋아한

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과학 수업이 필요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 수업에서 특별히 겪는 어려움은 없으나, 자신이 직

접 많은 실험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전맹인

학생들은 점역된 교과서를 사용하였는데, 점역된 교과서

에 그림이나 그래프가 생략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Table 1. Subjects of this study.

Subject Sex Disability Origin of disability

Student 1 Boy Blind Inborn

Student 2 Boy Low vision Acquired

Student 3 Girl Blind Inborn

Student 4 Boy Blind In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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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시력 학생은 정안 학생과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

하고 있었다.

용해 개념 인터뷰

시각장애 학생들의 용해 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초등

학생들의 용해 개념 이해를 조사했던 선행 연구34−36 들에

기초하여 인터뷰 문항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지필 검사

문항을 참고로 시각장애 학생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인터

뷰 질문 항목은 용해의 정의, 용해의 균일성, 용해시 질량

보존, 용해 시 부피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Table 2와 같다. 이 질문들은 모두 용해와 관련된 현상

을 예측해 보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식의 출

처와 더불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된

문항들은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장애 대학생을 대상으

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의 내용과 문장 진술 등을

수정하였다. 이후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시각장애 대학생

1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시각장애 학

생의 입장에서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였다. 예비조사를 통

해 완성한 질문 항목은 다시 한 번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 중 1명이 서울 지역에 소

재한 시각장애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5학년 전체 학생인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

였는데, 응답 내용이 성실하지 않은 2명은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4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당시 학생들

은 이미 ‘용해’ 단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에 관해

구두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허락 받고 이후의 과

정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질문 항목을 통한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비디오로 촬영되었다.

인터뷰에 걸린 시간은 학생별로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촬영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학생

별로 용해 관련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선행연구들과

비교 검토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개념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특수교육 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으며,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의

미하게 포착되는 내용을 해석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교육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

견을 교차확인하였으며,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

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내용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용해 현상에 대한 이해

용해 현상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설탕을 물

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게 하였다. 그

결과 네 학생 모두 각설탕이 물에 ‘녹는다’는 표현을 사용

하여 답하였다. 비록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용어는 사용

하지 않았지만, 고체인 각설탕이 액체인 물을 만나 녹아

서 사라지더라도 맛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확

인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녹는 과정에 대해 보

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은 상세한 설명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대화를 살펴보면, 학생 1은 녹는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하기 위해 포화 용액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지만 곧 설명을 포기하고 말았다. 학생 3

의 경우에도 설명을 하려 노력하였으나 곧바로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두 학생은 맛, 촉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용해 현상을 경험하고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

지으려 시도했지만, 용해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녹

는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용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각설탕이랑 물이 있어요. 그런데 각설탕

을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생 1: 좔좔좔 녹아요.

Table 2. Question items

Concept Main question

Phenomenon of dissolution
There are a sugar cube and a cup of water (if necessary, you can take a look by your hands). Can you 
explain what happens when you put a sugar cube in the water?

Uniformity of solution
There are a sugar cube and a cup of water. Put the sugar cube in the water and dissolve it completely. One 
week later, you can taste various parts (top, middle and bottom). Where is the sweetest part among them?

Conservation of mass on 
dissolving

A sugar cube and water weigh about 6 g and 70 g, respectively. Compare the weights before and after 
dissolution? Is there any difference?

Volume change during 
dissolving

There are two same-sized beakers. Fill the half of one beaker with water and another beaker with sugar 
(if necessary, you can take a look by your hands). What happens when the sugar is dissolved in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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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좔좔좔 녹아요? 녹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설

명할 수 있어요?

학생 1: 그냥 물... 액체가 없어지고... 고체 같은 게 없어

지고, 물에 녹으니깐... 포화용액... 까먹었어요.

연구자: 괜찮아요. 그러면 포화 용액 되는 게 어떻게 되

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학생 1: 그냥... 음... 물체....아니 물체래... 자세하게는

설명.. 하튼...

연구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요?

학생 1: 그냥 고체가 뭐 녹으면서 무슨 여러 가지 색깔이

나기도 하고, 맛 같은 거 보면은 고체의 맛이 나

기도 하고.

학생 4의 경우에도 고체 가루가 물과 섞이는 것이 녹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일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학생의 용해 현상에 대한 이해

역시 미각적 경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이제 용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각설탕이

랑 물이 있는데 각설탕을 물에 녹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학생 4: 녹죠.

연구자: 녹죠? 그럼 녹는다는 걸 ○○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학생 4: 그 고체 가루가 물을 만나가지고 그 가루가 형

태가 점점 녹아 들어간다는 게 물이랑 섞이면서

섞이는 거요. 물이랑 섞이고 녹는 거요.

연구자: 물이랑 섞이고 녹는 거.. 그럼 이런 사실을 어떻

게 알게 되었죠?

학생 4: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때 녹차나 아니면 뭐

그 네스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루 같은

거 타면은 그리고 커피 같은 거 탄다면 물에 녹

아가지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가루 같은 것도.

일상생활에서 알게 되었어요.

학생 2의 경우, “각설탕이 물에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요 각설탕은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맛은 나요. 근데 녹

아서 안보여요”라고 응답함으로써 녹는 과정에 대해 비

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미각적 경험을 통해서도

용해라는 현상을 설명하였지만 다른 연구 참여 학생들

에 비해 시각적 경험으로 용해 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학생의 경우 저시력자로서

시각적 정보 처리가 가능한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그럼 이제 용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랑 똑

같으니깐 각설탕이랑 물이 있는데 각설탕을 물

에 넣어서 녹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할 수 있나요?

학생 2: 각설탕이 물에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요 각설탕

은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맛은 나요. 근데 녹아

서 안보여요.

연구자: 그것을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은 학생 말처럼 녹

아서 안보여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

어요?

학생 2: 각설탕을 넣으면요. 그냥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것

은 잘 녹잖아요. 그래서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는데요. 원래는 녹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연구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학생 2: 이런 거요? 그럼 각설탕을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냥 없다는 것 보다는요. 맛을 보면은요. 맛이

나잖아요. 그럼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학생의 응답을 종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고체 물질

이 액체 물질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학생 마다 용해 현상에 대한 설명

은 다양했지만, 모두 용해 현상을 미각적 경험에 근거하

여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용해를

골고루 섞이는 현상 혹은 용질이 점점 작아지거나 없어

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일반 학생들32,35,37과 다소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 경험 가능한 현상에 기초하여 용해 현상을 이해하

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용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설명보다는 미각 및 촉각적

경험으로 습득한 정보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참여자 중 저시력 학생 한 명만이 시각적 경험을 바

탕으로 용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었다. 결국,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있어 시각적 정보 경험의 부재는

이들의 용해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설명하는데 다소간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생 1과 같이 “그냥… 음... 물체.... 아

니 물체래... 자세하게는 설명.. 하튼...”과 같이 설명을 끝

까지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용액의 균일성에 대한 이해

용해 시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바

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설탕을 물에

완전히 녹인 후에 위치별로 단맛에 차이가 나는지 질문

하였다. 네 학생 모두 용액 전체적으로 맛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설명하였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이해 정도에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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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1의 경우, 비슷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용액의 균

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위아래 부분의 맛에

차이가 없는지 추가로 질문하였을 때 설탕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 한해 아래쪽이 더 달다는 설명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용해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 경험에 근거했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제

시하지는 못하였다. 학생 3의 경우에도 “설탕 양을 다르

게 했으면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텐데, 똑같이 똑같이

했으니까 똑 같은 양으로 했으니까 똑같”다고 응답함으

로써 용액의 균일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 이유에 대해서

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연구자: 아까 똑같이 각설탕이랑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는데요. 여기에 각설탕을 완전히 녹였어요. 그

리고 일주일 동안 둔 다음에 이 설탕이 녹아있

는 물에 여러 부분의 맛을 봤는데요. 그때 여러

부분의 설탕물맛은 어떨까요?

학생 1: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연구자: 거의 비슷하다? 그럼 어디가 더 달고 그런 건

없을까요?

학생 1: 음 설탕이 이렇게 가라앉거나 그러면은 밑에가

뭐 더 좀 밑바닥이 좀 더 달고 위에는...

연구자: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생 1: 맛을 보거나 아니 면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난 볼 수가 없으니깐.

연구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학생 1: 용액 같은 거요?

연구자: 용액 같은 거?

학생 1: 그냥 배웠는데요. 그냥 만지고.

후천적 저시력자인 학생 2의 경우 “다 녹았으니까 군데

군데 퍼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위에나 중간이나 밑

에나 맛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라고 말로 설탕물의 부위

에 관계없이 단맛이 일정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

명은 용질이 물 속에 골고루 섞인다는 미시적 개념을 가지

고 있는 일반 학생의 용해 개념32,35,37,38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4의 경우, 설탕물의 부위에 관계없이 단맛이

일정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다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는데, 용해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설탕이 물이랑 섞

인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4 역시 일

반 학생들과의 유사한 개념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똑같이 아까 각설탕을

물에 녹였잖아요. 물에 완전히 설탕을 녹인 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맛을 봤어요. 위

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중간에도 보고 그랬을

때 이 맛들이 다 어떨 것 같아요?

학생 2: 맛들이요?

연구자: 네.

학생 2: 음. 똑같을 것 같아요.

연구자: 어디가 제일 달 것 같아요?

학생 2: 밑에 부분이요. 왜냐면 설탕이 좀 가라앉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자: 밑에 가라앉으면? 그럼 밑에 안 가라앉고 다 녹

으면?

학생 2: 다 녹으면요. 다 녹았으니까 군데 군데 퍼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위에나 중간이나 밑에나

맛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일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

들이 용해 시 결정의 무게 때문에 용질이 가라 앉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37,38 일상적 상황에서 용액의 균일성에 대

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5,38,39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네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용해 시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일부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이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저시력을 가진 학생만이 미각적 경

험뿐 아니라 시각적 경험에 의존한 설명을 시도했을 뿐,

나머지 학생들은 시각적 경험의 제약성을 미각적 경험으로

극복하면서 용액의 균일성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용해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는데,35 시각의 제한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

개념의 발생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용해 시 질량 보존에 대한 이해

용해 전후의 질량 보존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설탕을 물에 완전히 녹였을 때 질량이 얼마가

되는지 질문하고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게 하였다. 그 결

과 네 학생 모두 용해 후의 질량이 용해 전의 질량과 같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용해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답하였다.

학생 3은 용해 전과 후의 질량 보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는 원리만 알고 이유는 자세

히 모르겠어요”라고 응답함으로써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

도 용해 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를 용매에 용질을 아무

리 녹여도 용매 안에 용질이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대답

하였다. 학생 4는 질문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용해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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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을 대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용해된다 하여 용질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매와 함께 다 섞여 있어

서라고 하였다. 이것은 학교 수업 시간에 실험을 통해 용

해 전후 질량이 보존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학생의 응답을

고려할 때 과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게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이번엔 각설탕 무게가 10 g, 그리고 물의

무게가 80 g.

학생 4: 90 g 이요.

연구자: 왜. 녹이면 90 g이 된다는 거죠?

학생 4: 예.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4: 녹인다고 해가지고 그 물체의 무게가 아예 없어

지는 게 아니라 물이랑 어차피 다 섞여 있기 때

문에 그렇게 때문에.

연구자: 이러한 사실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학생 4: 일상생활에서요.

연구자: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경험? 어떤 경험에서

알 수 있었어요?

학생 4: 제가 뭐.. 는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물 같

은데,. 그냥 들었다가요, 뭐.. 가루 같은 거 많이

섞이면요 그 빵 같은 거 만들 때, 믹스 같은 거

넣으면요 무게가 무거워져요.

학생 2의 경우, 용질은 용매에 용해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녹아있기 때문에 용매의 무게에 용질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

들도 사용되는 ‘~해 본다, 보인다’와 같은 보조 동사나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시력 학생

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용해 전후의

질량 보존을 설명하고 있음을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이번에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하나는 각설

탕은 6 g 이고요. 그리고 물은 70 g 이예요. 이

두 개를 녹여서 무게를 재면은 얼마가 될까요?

학생 2: 설탕이 6 이예요?

연구자: 설탕이 6. 물은 70.

학생 2: 76 g 이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2: 왜냐하면 각설탕은 안보이지만 원래는 녹아 있

잖아요. 그래서 무게에서 6 g를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구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

나요?

학생 2: 이런 사실이요? 이런 사실은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연구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학생 2: 학교에서는 그냥 설탕이랑 물이랑 그냥 비커에

넣어 가지고요. 무게를 재는데 올려놓은 다음에

요 설탕을 녹여봤더니 더한 무게가 나오는데요.

용해시 부피 변화에 대한 이해

인터뷰 당시 학생들은 용해 시 부피가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배운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행연구34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용해

시 부피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용해가

일어날 때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

선 부피 개념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같은

크기의 두 개 비커에 물을 반씩 준비한 뒤 한 쪽 비커에

다른 쪽 비커의 물을 모두 부었을 때 전체 부피에 대해 질

문하였을 때 네 학생 모두 비커에 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네 학생 모두 같은 종류의 물질을

합하면 그 부피가 두 배가 된다는 개념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후 용해 시 부피 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같은 크기의 비커에 물과 설탕을 반씩 준비한 뒤

설탕을 물에 모두 녹였을 때 물의 부피 변화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양의 물과 설탕

을 물에 녹였을 때 물의 부피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대답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특히 ‘부피’가 시각적 경험에 주로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속성임을 감안할 때, 용해 시 부피

변화에 대한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원인이 시

각적 경험의 부재 및 제약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 2의 경우 설탕이 물에 녹았을 때 전체

질량은 커지지만 물의 높이(부피)는 커지지 않는다고 대

답하였다. 즉,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과학적 개념

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용

해시 부피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똑같은 크기의 50 mL 비커, 50 mL 비커인데 둘

다 물도 반 설탕도 딱 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

데 설탕 반을 다른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다 부

었어요, 그리고 녹였거든요? 그러면은 다 부은

물이랑 설탕이랑 섞여있는 이 비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넘칠 것 같아요? 똑

같을 것 같아요? 꽉 찰 것 같아요? 줄어 들을

것 같아요?

학생 2: 녹였으니깐 그대로 있겠죠.

연구자: 그대로? 꽉 차있을 것 같아요?

학생 2: 아니요.



시각장애 초등학생의 용해 개념에 대한 사례 연구 513

2013, Vol. 57, No. 4

연구자: 그러면요?

학생 2: 그대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녹잖아요.

연구자: 녹으니깐 그냥 물 반 있는 것만큼만?

학생 2: 네.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2: 그냥 녹으니깐요. 양은.. 녹았으니깐요, 양은 안

커지지만요. 물론 설탕이 들어갔으니깐 양은 커

지지만요. 높이는 안 커지고요. 그래서 녹아서요.

학생 4의 경우에도 설탕이 물에 섞일 때 “설탕이 물을

더 만들게 하지는 않고”, “그냥 물이랑 섞”이더라도 “설탕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 같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

고 있었다. 학생 1 역시 “물 양은 그대로고 설탕만 부었으

니깐 좀 단맛이 날 것”으로 답하였다. 학생 3의 경우 설탕

을 물에 녹였을 때 부피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

하였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이해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전반적으로 설탕이 물에 녹을 때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그로 인해 물의 부피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현상적 관찰에 의존한 생각”
34 이 지배적인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적 관찰에

의존한 제한적 이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적

관찰에서도 참여자들의 시각 장애의 특성상 ‘부피’라는

현상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더욱 더 제한적 경험이 이

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하여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의

용해 관련 개념을 조사하였다.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은 설

탕이 물에 녹으면 사라지고, 설탕물의 부위에 관계없이

맛은 동일하며, 용해 전과 후의 질량에 변화가 없음을 비

교적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용해 후 부피가 줄어

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시

각장애 학생들이 부피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 없거나 제

한되어 있어 부피 변화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 학생의 시각 장애 정도

에 따라서 각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대부분의 참여학생들은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 용해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쳤으나, 저시력 학생의 경우 미각과

촉각 이외에 시각 정보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용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일반 학생

과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일부 개념에서는 차이를 보이기

도 하였다. 특히 용액의 균일성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설탕 입자가 중력

에 의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는 오개념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일반 학생들에게 오

개념의 원인이 되는 시각 정보35가 차단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력의 유무가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한두

학생이 부분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념 설명을 시도

하였는데, 비록 입자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시각장애 학생도 미시적 수준

에서 개념을 이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용해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장애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시각적 경

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이용한 모방학습이나

우발적 경험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용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시

각적 정보 처리 대신 미각과, 촉각이라는 경험에 뒷받침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각장애의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실물 모형9,40,41과 같은 보조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구체적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발된 자료들은 일반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과학 학습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막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과학 개념이 인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성인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과학교

육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 개념별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험 과제에의

참여 정도나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해 조사한다면, 이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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