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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온화식 작성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한 곳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21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6차시어】 걸친 ‘전해질과 이온’ 단원의 수업이 끝난 후, 이온화합물의 이온화 과 

정을 이온화식으로 표현하도록 구성한 서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온화합물의 구성 특성에 따라 이 

온화식 서술에 대한 정답률을 파악하였으며, 이온화식 표현과 관련된 지식상태를 토대로 이온화식 표현의 위계 관계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온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 전하량과 구성 개수를 바탕으로 이 

온화합물들을 여섯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의 특성에 따라 학생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식 

상태 분석 결과 이온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전하량, 구성 개수를 알아내어 이온화 과정을 식으로 표 

현하는 지식상태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온화식 학습 전략의 설계를 위한 시 

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온화식, 이온화합물, 화학식, 지식상태 분석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ionic equation. Two hun
dreds and ninetee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fter six class hours of learning 'electrolyte and ion' 
unit, instrument was implemented to evalu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ionic process and ability to write ionic equation.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ionic compounds on correct answer rate. In addition, knowledge state of students 
required for writing ionic equ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onic compounds tested were categorized 
into six groups. The correct answer rat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Second, knowledge state 
required for writing ionic equation was structured. Based on results some suggestion were made to develope effective learn
ing strategy for understanding ionic equation.

Key words: Ionic equation, Ionic compound, Chemical formulae, Knowledge state analysis methods

서 론

화학 개념에 대한 이해는 거시적 (macroscopic), 미시적 

(submicroscopic), 상징적 (symbolic) 인 세 가지 수준에서 복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거시적 수준에서는 우리가 경 

험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주로 다루는데,2,3 질량, 밀도, 농도, 압력과 

같이 고체, 액체나 기체 등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상이 이에 

해당된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현상에 대한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 수준에서의 이해를 다룬다.1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 모형이나 다이어그램 등 

이 주로 활용된다. 특정 개념을 표현하거나 아이디어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식은 상징적 수준에 속하며 

원소기호, 화학식, 화학반응식 등이 상징적 표상에 해당 

한다.3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 가지 수준의 표상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절히 변환하여 사용하면서 

특정 현상이나 개념을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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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하나의 표상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 

가 많으며,4 특히 미시적 수준과 상징적 수준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미숙하다.5,6 많은 학생들이 원자, 

이온, 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용해, 
확산이 나 화학반응과 같은 다양한 현상을 입자적 인 수준 

에서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다루 

는 입자 개념이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7-9 또한 많은 학 

생들이 화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기호, 화학식, 
화학반응식과 같은여러 가지 상징적 표상의 의미를 올 

바르게 해석하여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10 
그 이유 중 하나로 상징적 표상의 활용과 인지수준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다.11 영국의 CSMS(Concepts in 
Secondary Mathematics and Science)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교과내용 분류틀에서는 비례 논리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화학기호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실험 결과에 가장 부합하는 반응식을 만들 수 있으려면 

후기 형식적 수준의 인지수준을 지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 관련 연구에서는 화학반응의 양 

적 관계 및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지수준이 

후기 형식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11
대표적인 상징적 표상의 하나인 화학식은 과학자들이 

합의한 압축된 형태의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화합 

물의 이름이나 화학반응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화합물의 양적•질적 조성과 구조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12,13 따라서 화학식을 이해하는 것은 화학의 

기본적인 언어와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학식과 같은 상징적 표상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화학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연구 결 

과를 볼 때,14 화학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화학 학습 중 겪는 가장 부정적인 경험 중의 하나로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 연습을 들었으며,15 이 밖에도 화학 

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skin 과 Bernholt(2014)10 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 

으로 화학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화학식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소기호가 단순히 원소나 물질의 약자라고 

생각하거나16 화학반응식에서 사용하는 +나 화살표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7 
또한 분자식에서 계수나 원소기호 아래에 쓰는 첨자의 의 

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17,18 둘째로 학생들은 

화학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 Glaier와 Devetak 
(2002)19에 의하면 그 원인은 산화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거나 이온의 전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반응식을 완성하는데 있어 많은 

학생들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거나 계 

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0 셋째, 
학생들은 화학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많은 학생들이 실험식이나 분자식에서 원소기호 옆의 첨 

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21 화학반응식에 표현된 화 

학식을 보면서 원자와 분자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끄 마지막으로 화학식을 미시적 수 

준의 입자 그림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23
국내에서는 원자나 분자, 이온 등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이해 정도 탐색,24,25 입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수업 자료 개발2627과 같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이해를 중 

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입자에 대한 상 

징적 표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결 

과는 언급된 바 있지만28 상징적 수준에서의 이해를 탐색 

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입자 관련 개념은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된다. 2007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물질 관련 영역의 ‘물질의 세 가지 상 

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서 상태 

변화와 관련된 거시적 현상을 관찰한 후 이를 미시적인 

입자와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29 이어 '물질의 구성‘과 

'우리 주위의 화합물' 단원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 

한다. 이 과정에서 입자를 원자와 이온, 화합물 등으로 구 

분하며 이를 기호로 표현하는 상징적 수준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해질과 이온' 단원 

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입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온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고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9개 

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입자 관련 개념은 '물질과 에너지' 분야의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제시된다.30 '물질의 구성'에서는 원소, 원자, 원소 

기호, 이온을 다룬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미 

시적 관점에서 입자로서의 원자 개념과 이온의 형성 과 

정을 이해하고,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원소, 화합물, 이온 

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 수준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앙금 생성 반응을 통 

해 주변에 이온이 존재하며 이온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온 

이 사용되는 예를 알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질의 

구성' 단원은 중학교 1~3학년군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성'과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단원과 연계된다. '물질의 구 

성' 단원에서 다루었던 이온식, 이온화식, 이온 반응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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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 

현하며, 특히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의 이온화를 이온 

화식으로 나타내고 중화 반응을 이온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온화 과정에 대한 기호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거시적인 화학 반응 중 하나인 이온화 

과정을 미시적인 입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호로 

표현하는데 요구되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알아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이온화 과정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화학 

반응을 미시적인 입자 수준에서 이해 하고, 이를 상징적인 

기호로 표현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합물, 이온식, 이온화식을 나타낼 때, 원소 기호, 이온의 

전하 크기와 전하 종류, 다원자 이온의 종류와 표현, 이온 

의 개수 표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위계 구조와 학생의 지식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식상태 분석이 있다. 
지식상태 분석은 지식의 위계성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 

간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상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관련된 지식 전체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지식공간론 

(knowledge space theory)31 에 근거를 둔다. 기존에 빛과 관 

련된 개념,32 천체관측 관련 개념,33 유전관련 개념34 등에 

대한 지식상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수준에서 화학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들이 구체적인 이온화합물에 대한 이온화식을 기호로 표 

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하여 입자와 관련된 거시적인 현상으로 전해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한 후 이를 상징 

적 기호를 사용하여 이온화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이 

온화합물에 대한 상징적 기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온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온화합물의 구성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온화식 표현과 관련한 지식상태 분석 

을 통하여 이온화식 표현의 위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온화식 학습 전략의 수 

립에 필요한 점들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한 곳에 재학 중인 3 
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동일 

한 교사로부터 3주 동안 6차시에 걸쳐 ‘전해질과 이온’ 단 

원을 학습하였다. 교사는 해당 단원의 수업 이전에 학생 

들에게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입자 관련 내용을 상기시 

키기 위하여 한 차시 동안 원자와 이온, 원소 기호 표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온화 현상을 관찰하 

여 전해질을 이해한 후, 여러 가지 화합물의 이온화 과정과 

앙금 생성 반응을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익 

힐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 

시된 내용과 탐구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6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이온화식 이해도 검사를 실시 

하였다.

검사 도구

화학식을 해석하고 해당 이온화합물의 이온화 과정을 

예상하여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서술형으로 구성된 이온화식 이해도 검사지를 제작하 

였다. 검사지에 포함될 이온화합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글 

과 그림을 포함한 본문, 탐구 활동과 개념 확인 문제에 포 

함되어 있는 이온화합물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 

하였던 교과서35의 ‘전해질과 이온’ 단원을 분석하였다. 
이름과 화학식으로 제시된 빈도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총 28개의 이온화합물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는 

데 그 종류와 빈도는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검사 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빈도수 

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 다원자 

이온의 포함 여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같은 이 

온화합물의 구성 특성을 고려하여 이온화합물을 선택하 

Table 1. Frequency(f) of each ionic compound presented in textbook

Compound f Compound f Compound f Compound f
NaCl 47 CUSO4 12 KOH 8 MgCO3 3

AgNO3 29 KCl 12 AgCl 7 PbS 3
KNO3 21 KQO4 10 NaOH 6 CuS 3
CuCl2 18 BaCh 9 NaNO3 6 CdS 3
CaCl2 16 Na2CO3 9 Na2SO4 6 K2SO4 2
CaCO3 15 BaSO4 9 Ba(OH)2 5 Pb(NO3)2 1

Ca(OH)2 13 Ca(NO3)2 8 PbI2 4 K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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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검사 도구가 학생들의 화학 반응식 표현 능력을 검 

사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한지에 대해 화학교육을 전공 

한 과학교육전문가 3 인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 15개의 이온화합물은 Table 1 
에 진하게 표시하였다. 검사 도구에는 이온화합물의 화학 

식과 화합물명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온화합물에 해당 

하는 이온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검사 결과의 분석에서 원소 기호를 포함하여 이온을 기 

호로 바르게 표현하였는가（이온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 

과 음이온을 화학식으로 바르게 표현하였는가）, 해당 이온 

의 개수를 계수로 바르게 표현했는가, +와 화살표를 의미 

에 맞게 표현하였는가（화학 반응식의 방향을 바르게 나타 

냈는가）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을 정답으 

로 처리하였다. 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며 이온화식을 바 

르게 응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 

하여 통계 자료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염화칼슘 화합물 

의 경우 구성 이온인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을 Ca2+와 Cl-으 

로 바르게 표현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정반응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나타내며, 이온의 개수를 해당 이온의 계수 형태 

로 표현한 경우, 즉 Ca2+와 Cl-의 비율을 1:2로 표현한 경우 

를 정답으로 하여 1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비해 화학 반응 

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바르게 표현하였으나, 
C12- 와 같이 이온의 전하량과 이온의 개수 표현을 잘못한 

경우나 이온을 기호로 바르게 표현하였으나 이온화 반응 

이 일어나는 방향과 반대 （역반응의 방향）로 화살표를 나타 

낸 경우 등은 오답으로 판단하여 0점으로 처리하였다.
이온화식에 대한 정답률과 지식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2013 엑셀36을 이용하였다. 위 

계도 작성은 김석천 외 （2007）37가 제시한 것과 같이 평가결 

과의 입력, 위계 분석, 핫세 정보, 위계도 작성의 처리 순서 

를 거쳐 진행하였다. 먼저 평가결과의 입력을 위하여 학생 

들의 검사 결과가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입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위계 분석이다. 자료를 입력한 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오피스 2013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문항 

간의 위계를 파악하여 위계가 있으면 ‘1’, 위계가 없으면 

‘0’으로 나타난다. 이 때 위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인정률 

（오차의 허용한계）은 5%로 하였다. 지식상태 분석을 위하 

여 위계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를 보다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세 번째 단계로 모든 문항의 순서 관 

계에서 추이적 관계로 생성되는 관계들을 제외하여 자료 

의 처리를 단순화시킨 핫세 정보를 얻는 과정을 실행하였 

다. 마지막 단계는 위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세 번 

째 단계에서 얻은 핫세 정보를 평면에 도식화하는 과정으 

로 이렇게 작성된 도식을 핫세 다이어그램 （Hasse diagram） 
이라고 한다. 얻어진 핫세 다이어그램을 문항별 정답율을 

고려하여 높낮이를 조절하여 최종 위계도를 얻었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이온화식 표현에 대한 정답률 분석

15개의 이온화합물에 대한 이온화식을 채점한 결과, 염 

화 나트륨에 대한 이온화식의 정답률이 79.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질산 칼슘의 정답률은 3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화학반응식 

에서 계수의 의미, 원소기호 아래에 쓰는 첨자의 의미, 산 

화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7,19지 따라서 학생들이 이온화 과정을 바르게 

예상하고 표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양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전하량, 
다원자 이온의 포함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11 이에 학 

생들의 이온화식 표현에 대한 정답률 값의 차이가 이온 

화합물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다원자 이온의 포함 여부를 

정 리하여 정답률과 함께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전체 이온화합물 중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 인 

화합물은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질산 은과 황산 구리 였다. 이 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 인 이온화합물의 이온화식 정답률은 구성비가 

1:2나 2:1 인 다른 이온화합물의 정답률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인 이온화합물 

들 중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염화 나트륨, 염화 칼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ionic compounds and cor
rect answer rate

Ionic 
compound

Ratio of 
cation vs anion

Inclusion of 
polyatomic ion

Correct answer 
rate, %

NaCl 1:1 no 79.4
KCl 1:1 no 75.6

NaOH 1:1 yes 72.5
KOH 1:1 yes 67.7

AgNOs 1:1 yes 57.7
CuSO4 1:1 yes 51.9
CuCl2 1:2 no 48.5

K2CrO4 2:1 yes 46.1
CaCl2 1:2 no 43.6
BaCl2 1:2 no 42.3

Na2SO4 2:1 yes 37.7
Ba(OH)2 1:2 yes 36.8
N2CO3 2:1 yes 36.1
Ca(OH)2 1:2 yes 34.7
Ca(NO3)2 1:2 yes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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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의 정답률이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화합물인 수 

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질산 은의 정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크로뮴산 칼륨을 제외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이 아닌 이온화합물들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염화 구리, 염화 칼슘, 염화 바륨과 

같이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이온화합물의 정답률이 

다원자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화합물의 정답률보 

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온화합물이 이온화되어 생성 

되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나타낼 때 다원자 이온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이 첨자나 계수를 쓰는데 있어 

더 많이 실수를 한다는 Naah와 Sanger(2012) 의 연구결과38와 

도 일치한다. 크로뮴산 칼륨의 높은 정답률은 Table 1에 

제시한 빈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크로뮴산 칼 

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이 아니면서 다원자 

이온을 포함한 다른 이온화합물보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크로뮴산 칼륨은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는 탐구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이온 

화식과 이온화된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과서에 그 

림으로 제시되었던 화합물이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전하량, 다원자 이온의 포 

함 여부를 고려하여 전체 이온화합물을 Table 3과 같이 6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룹 A, B, ©는 모두 양이온과 

음이온이 1:1의 구성비를 갖는 이온화합물들이다. 그룹 

A 와 B 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전하량이 1 인 

이온화합물이 포함되는데, 그룹 A 에는 다원자 이온을 포 

함하지 않는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 그룹 B에는 다원 

자 이온을 포함하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 질산 

은이 포함된다. 그룹 ©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2이며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는 황산 구리가 속한다. 그룹 ©, E, F 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이 아닌 이온화합물들이며, 그룹 

D 에는 구성비가 1:2,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지 않으며 양 

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비가 2:1 인 염화 구리, 염화 칼슘, 
염화 바륨이, 그룹 (©에는 구성비가 2:1,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며 전하량 비가 1:2인 크로뮴산 칼륨, 황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이, 그룹 F 에는 구성비가 1:2이며 다원자 이 

온을 포함하고 전하량 비가 2:1 인 수산화 바륨, 수산화 칼 

슘, 질산 칼슘이 속한다. 각 그룹에 속하는 이온화합물의 

정답률은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의 이온화식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이온 

화합물의 특성에 기초한 위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1:1 이며 원자단 이온을 포함 

하지 않는 그룹 A 에 속하는 이온화합물이 가장 낮은 위 

계 단계에 있으며, 그 상위 단계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 

가 1:1이면서 원자단 이온으로 이루어진 그룹 B 가 위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산 구리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 

이온의 전하량을 고려하고 원자단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그룹 ©는 그룹 B 보다 다소 높은 위계 

단계에 위치할 것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1:1 이 아 

닌 그룹 ©, ©, F는 그룹 A, B, ©보다 위계가 높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원자단 이온으로 이루어진 그룹 ©와 F 의 

위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온화식 표현에 대한 지식상태 분석

이온화합물의 조건 특성에 따라 화학식으로 표현된 이 

온화합물의 이온화 과정을 예상하여 이온화식으로 표현 

한 결과를 평가하여 이온화합물의 특성에 따라 바르게 

이온화식으로 표현하는 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지식상태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각 이온화합물이 앞서 Table 3에서 제시했던 분류 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그림에 같이 표시하였다.
Fig. 1(a) 에 제시된 지식 상태 분석 결과를 통해 15개 이 

온화합물의 이온화식 표현과 관련한 학생들의 지식 상태 

는 크게 세 단계의 위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장 하위 단계에 속하는 이온화합물은 염화 나트륨과 염 

화 칼륨이며 중간 단계의 위계에 속하는 이온화합물은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었다. 이러한 위계는 이온 

화합물의 구성 조건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던 예상 

위계와 일치하였다. 나머지 11개의 이온화합물은 가장 상 

위 위계에 위치하였으며, 황산 구리와 질산 은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 이

Table 3. Characteristics of ionic compounds and correct answer rate of each group

Group Ratio of 
cation vs anion

Inclusion of 
polyatomic ion

Cationic charge vs 
anionic charge Ionic compounds Correct answer 

rate, %

A 1:1 no (+1):(-1) NaCl, KCl 77.5
B 1:1 yes (+1):(-1) NaOH, KOH, AgNOs 66.0
© 1:1 yes (+2):(-2) CuSO4 51.9
© 1:2 no (+2):(-1) CuCl2, CaCl2, BaCl2 44.8
E 2:1 yes (+1):(-2) KKiQ, Na2SO4, NazCOs 39.9
F 1:2 yes (+2):(-1) Ba(OH)2, Ca(OH)2, Ca(NOs)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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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g)2 Ca(OH)2 Ba(OH)2 Na2CO2 NasSOi BaCI2 K2CrO4 CuSOi AgNO2

(B) NaOH

NaCI

(a) Knowledge state of all ionic compounds

Ca(NOa)2 I Ca(OH)； Ba(OH)2 Na 갈 CO 拦 Na.-SO. BaCI- K-CrO_ CaCI^ C 니 Cl 포
CuSQ || AgNOg |

NaOH

NaCI

(b) Knowledge state of ionic compounds having 1： 1 ratio of cation： anion

Ca(NOg)2
Ca(OH)z「扇(OH)? || 曲迅6「| h屁30 || 昭如 || KQQ || CaCI： || 如我 AgN으

NaOH

NaCI

(c) Knowledge state of ionic compounds related to KC1

Ca(OH)2 Ba(OH)2 Na-COg BaCI2 K2CrO4 CaCIg CuCI2 CuS04 AgNO3

NaOH

NaCI

(d) Knowledge state of ionic compounds related to NaCI

Figure 1. Result of knowledge st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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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서 원자단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화합물이었다. 그 

룹 D, E, © 사이에 위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해당하는 모든 이온화합물들이 거의 비슷한 위계를 

나타내었다.
이온화합물의 특성에 따른 위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특성을 강조한 Fig. 1(b), (c), (d) 

를 제시하였다. Fig. 1(b) 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가 

1:1인 이온화합물들의 지식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면 세 단계로 위계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정답률이 높은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이 가장 아래 

에 위치하였으며 상위 단계에 원자단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화합물이 위치하고 있다. 원자단 이온을 포함하는 이 

온화합물의 위계는 예상과 달리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의 상위에 황산 구리와 질산 은이 위치하였다. 이는 황 

산 이온 (SO42-) 과 질산 이온 (NO3-) 이 수산화 이온 (OH-) 과 달 

리 첨자를 포함하는 화학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학생들이 

화학식을 보고 구성 이온을 알아내는 데 좀 더 높은 수준 

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염화 나트륨과 관 

련된 지식상태를 살펴보면, 염화 나트륨은 상위에 위치하 

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과 모두 위계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장 상위에 있는 질산 은과 직접적으로 위계 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염화 칼륨은 원자단 이온 

을 포함하는 화합물 중 일부인 수산화 칼륨, 황산 구리와 

위계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양이온과 음이온 

의 구성비가 1:1 인 이온화합물 중에서 염화 나트륨 - 수산 

화 나트륨 - 황산 구리로 이온화 과정에 대한 지식이 구조 

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염화 칼륨을 기준으로 본 

이온화합물들의 지식 상태는 Fig. 1(c) 와 같다. 염화 칼륨의 

상위에 수산화 칼륨이 자리하며 수산화 칼륨이 최상위 

단계의 이온화합물 중 그룹(©와 ©에 속하는 이온화합물 

다수와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룹 ©와 D 에 속하는 이온화합물 다수는 중간 단계 없 

이 염화 칼륨과 직접적인 위계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이온화합물로 그룹 ©에 

속하는 크로뮴산 칼륨은 수산화 칼륨과 위계 관계를 갖지 

않으며, 반대로 그룹 D 에 속하는 염화 바륨은 수산화 칼륨 

과 위계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 E 중에서 

크로뮴산 칼륨의 정답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그룹 D 
중 염화 바륨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과 연관지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염화 나트륨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의 지식 상태에는 모든 이온화합물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Fig. 1(d)). 염화 나트륨과 중간 단계 

없이 직접적으로 위계 관계를 나타내는 질산 은을 제외한 

모든 이온화합물이 수산화 나트륨과 위계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온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 

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전하량, 구성 개수를 알아내어 이 

온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는 지식 상태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계 관계를 결정짓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원자단 이온의 포함 여부, 첨자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슷한 조건 특성을 

갖더라도 위계 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해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 표현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온화 과정을 

바르게 식으로 나타내는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시 

해야 하는 이온화합물을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식 상태에 따르면 이온화 과정을 바 

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위계 관계가 확실히 나타 

나는 화합물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원에서는 KCl보다는 NaCl을, KOH보다는 NaOH를 선 

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이해인 화학식 표현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온화식과 

관련한 중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해질과 

이온’ 단원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전해질과 관련된 거 

시적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며, 미시적 수준인 이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온화합물의 구성과 반응을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상징적 수준의 학습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이온화식 표현과 관련된 이해 정도는 해당 이 

온화합물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와 원자단 이온의 

포함 여부, 원자단 이온의 원자 구성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온화식을 표현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 

비가 1:1이 아니며 원자단 이온의 원자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온화합물의 경우 정답률이 더 낮다는 점과 상 

징적인 기호를 이해하여 구성하는 이온의 종류를 알아내 

야 하는 다원자 이온을 포함하는 경우에 정답률이 더 낮 

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호 표현에서 어려워하는 

점과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기호로 표현된 이온화 

합물의 화학식을 통해 학생들은 이온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양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야 한다. 화학 교과의 내용이 요구하는 인지 수준을 분석 

한 연구11를 보면 화학반응식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초 

기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 수준을 요구하며,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아내고 계산을 하는 것은 후기 형식적 조 

작기의 인지 수준을 요구한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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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이 아닌 이온화합물의 이온화식을 바르게 예상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이온의 종류와 음이온의 종류를 알 

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적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는 비례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 

학식이나 화학 반응식 표현과 관련된 수업에서 교사는 학 

생들이 이온화식을 어려워하는 인지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그림이나 모형을 제시하고 기호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온화식 표현과 관련한 지식상태를 분 

석한 결과 이온화합물에 대한 이해에 위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구성이 간단한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과 같은 이 

온화합물은 가장 낮은 위계단계에 있었으며, 이 외의 원 

자단 이온을 포함한 이온화합물이 상위 위계 단계에 위 

치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이온화합물들의 공통 

점은 모두 화학식에 첨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위계 관계는 학생들의 정답률로 예상한 위계 단 

계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교사는 위계 단계를 고려하여 

단원의 전체적인 수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간단한 이온화합물을 먼저 제시한 후 상위 단계에 

있는 이온화합물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 

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화학식과 이온화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이온화합물과 관련된 지식 

상태에서 구조화된 지식에 해당하는 이온화합물을 중심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 개개인의 지식상태를 

분석한 후 이를 교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하여 맞춤형 수 

업 방식을 설계한다면 효과적인 이온화식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학생들의 지식상태를 개별적으로 

반영한 수업이 어렵다면 유사한 지식상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배정하고 그룹 별로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인 이온화합물의 지식 상태는 연구 대상 학생 

들의 답변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연구 대상이나 연 

구 시점을 달리할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온 

화식 이해와 관련된 지식 상태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학습 시기에 따라 지식 상 

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시기에 따른 지식 상 

태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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