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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본 연구는 2009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전과 후
학생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시각의 변화를 확인하고 학생의 개념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 336명, 6학년 221명을 대상으로 하여 5학년 ‘용해와 용액’,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의 학습 전 사전 검사, 학습 후 사후 검사, 학습 4개월 후 사전, 사후 검사 참여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연 검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은 물질에 대해 입자적 관점으로 표현하였고 문제를 입자적 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해결하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입자 개념은 수 개월 후에도 파지 효과가 있었
다. 셋째, 입자적 관점은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다른 상태의 물질에 대한 생각에도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입자, 2009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용해와 용액, 여러 가지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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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 다른 개념들은 학교급의 이동까지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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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같은 학교 급에서 학년 간 이동만 있었으나 분자 개념의 경우에는 학교 급의 이
동이 이루어졌으므로 매우 큰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윤현진, 이재봉, 김용
진, 백성혜, 이기영,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 적용되면서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크게 나타난 변화는 중학교급으로 이동되었던 입자적 관점이 다시 초등
학교급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입자적 관점의 도입은 화학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화학 학습의 기초적인 개념이 된다(김동현, 2012).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입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
해 보면, 우리나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입자를 제시하는 시
기와 수준은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념보다는 활동
위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요즈음과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입자적 관점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적용되
었고, 따라서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입자 관련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한지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김동현, 2012).
이미형(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과학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입자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하니,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입자 모델을 사용한 수업은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박지애, 한수진, 노태희(2010)는 화학 개념들 중 대부분은 입자 개념을 제외하고
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자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입자 개념은 학생들이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보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
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물질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입자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고(박종욱, 2000) 거시세계에서 눈으로 관찰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미시세계의 입
자와 입자 간 인력의 개념으로 제시하면 보다 쉽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
였다(김주현, 이동준, 김선경, 강성주, 2000). 신남수, 고은정, 최취임, 정대홍(2014)도
물질의 입자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입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 속
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입자 개념 학습의 어려움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도 존재하였다. 화학 분야
에서 우리나라 중등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원소, 원자, 분자 등 입자 관련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한다(백성혜, 김동욱, 2011).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직관적,
경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입자 내
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dbo & Taber, 2009). 하지만 김성희
(2002)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입자 내용을
학습한다면 낮은 인지 발달 단계에 속하는 구체적 조작기에 속한 학생이라도 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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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5학년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 학습하는 용해 현상은 학생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정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고 꾸준히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다(강대훈, 백
성혜, 박국태, 2004). 현행 5학년 ‘용해와 용액’ 단원 차시 흐름과 성취 기준은 2007 개
정 교육과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생들에게 ‘입자’라는 용어로 물질의 기본적인 구
성단위인 분자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다. 학생들은 각설탕의 용해
실험을 통해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운다(교육부, 2015a).
6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기체는 학생들이 생활하
면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학습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 모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정대균, 2007). 6학년
역시 기체의 성질을 입자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이 이전 교육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
점이다.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은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체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체의 입자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은 상위 학년에서 분자 개념과
연결되어 심화 및 확장된다(교육부, 2015b).
선행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입자 개념 학습은 필요성이 꾸준하게 언급되었고, 그
에 따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5, 6학년 ‘용해와 용액’,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입자적 관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입자 개념을 이해하기에 어려
워한다는 선행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입자적 관점의 도입이라
는 큰 변화가 나타났고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입자적 관점이 포함된 단원을 학습한 후, 학생들에게 입자적 관점이 형성
되었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사고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할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학년 ‘용해와 용액’,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 대해 입자
적 관점 도입 단원을 학습하고 난 후, 학생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입자적 관점이 정착되었는지 조사하여 입자적 관점 도입의 효과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후, 학생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입자적 관점
은 어떻게 변화하여 나타나는가?
둘째,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후, 입자적 관점은 파지 효과가 있는가?
셋째,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물질에도 입자적 관점이 전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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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절차

2007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현
행 교육과정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입자적 관점의 표현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과학
교육전문가 1명, 초등과학교육 석사 및 석사과정 3명과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사전 검사지에는 입자적 관점 학습 전에 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사후 검사지에는 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입자적 관점의 학습이 파지 효과가 있
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연 검사도 실시하였다. 지연 검사는 해당 단원 학습 후 4
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실시하였으므로 사후 검사지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투입하였다. 지연 검사 실시 후, 학생들의 응답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7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336명(남 185명, 여 151
명), 6학년 221명(남 118명, 여 103명)이다.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학생의 수를 동
일하게 하기 위해, 두 검사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연 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이 중 S초등학교 5학년 52명(남 26명, 여 26명), 6학년 51
명(남 27명, 여 24명)이다. 지연 검사 후 학생들의 심층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본 검사
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하여 5학년 11명, 6학년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
단면담을 실시하였다.
3.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5학년 ‘용해와 용액’,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의 교육과정 및 교
과서, 입자적 관점의 표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사후 검사지, 입자적 관점이
파지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연 검사지 및 학생 심층 면담 등을 연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후 학생들이 입자적 관점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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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에서 이해하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진행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5, 6학년 1학기 과학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
서, 관련 선행연구 등 여러 가지 문헌들을 연구한 후에 본 연구자가 검사지를 제작하
였다. 검사지는 과학교육전문가 1명, 초등과학교육전공 석사 및 석사과정 3명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5학년 3문항, 6학년 4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이 도입된 첫 해에 본 연구를 시작해서 5학년은 액체 상태, 6학년은 기
체 상태에 대해서만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하였다. 하지만 학습한 상태의 물질
외에 다른 상태의 물질에도 입자 개념이 전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상태의 물
질도 문항에 포함하였고, 심층 면담에서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물질에 대
해서도 다양하게 질문하였다. <표 1>은 검사지 내용 구성이고 [그림 1]은 5학년 사후
검사지 1번 문항이다.
<표 1> 검사지 내용 구성

문항
학년 검사지
형태 번호
1
사전 2
검사
3
5학년
1
사후 2
검사
3
1
사전 2
검사 3
4
6학년
1
사후 2
검사 3
4

검사할 내용
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각설탕이 녹고 있는 과정을 입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각설탕이 모두 녹았을 때의 모습을 입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주스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백반 덩어리가 녹고 있는 과정을 입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백반 덩어리가 모두 녹았을 때의 모습을 입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피스톤 속 기체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고무풍선 속 기체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드라이 아이스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피스톤 속 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아세톤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비치볼 속 기체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주스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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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학년 사후 검사지 1번 문항

4. 자료 분석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자와 석사 및 석사과정 3인이
각자 채점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채점 기준안을 만들고 그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채점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 당 그림과 글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0
점,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어떤 입자’와 같이 입자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구체
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 1점, ‘물과 주스 입자’, ‘분말 주스의 입자’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된 경우는 2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사전 검사에
서는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학습 후 표현’ 유형,
사전 검사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불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비교적 분명
하게 나타난 ‘명확하게 표현’ 유형, 사전, 사후 검사에서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은 ‘표현하지 않음’ 유형, 사전, 사후 검사에서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처음부터
표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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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자가 입자적 관점 표현 유무와 과학적
개념 설명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P-S(Particulate concept-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은 나
타났지만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은 ‘P-NS(Particulate concept-No 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은 ‘NPNS(No Particulate concept-No 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은 나타나지 않았
지만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NP-S(No Particulate concept-Science concept)’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사전, 사후, 지연 검사를 실시한 후 유형 별로 빈도 분석하여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입자적 관점’도입 단원 사전, 사후 검사 결과

5, 6학년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입자적 관점 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자적 관
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전 사전 검사, 단원 학습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
교하였다. 외부 압력, 상태 변화 등의 다른 변화 요인 없이 물질 그 자체를 바라보는
문항을 비교하는 것이 학생들의 입자적 관점 표현 여부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판단
하였다. 따라서 검사지 문항 중 사전 검사에서는 물, 사후 검사에서는 주스를 자세히
바라보았을 때 모습을 표현하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고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5학년 ‘용해와 용액’

첫 번째, 사전 검사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지 않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표현
된 ‘학습 후 표현’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사전 검사에서 문
항에 제시된 그림을 본인들이 작성하는 답변 칸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거나 아예 그림
을 그리지 않았고 ‘투명하게 보인다.’, ‘물이 출렁거린다.’, ‘컵 모양이다.’ 등과 같이 입
자적 관점과는 거리가 먼 설명을 하였다. 사후 검사지에서는 주스를 동그라미, 점 등
과 같이 작은 무언가로 채워서 그림을 그렸고 물 입자와 주스 입자를 구분하여 그리
고 설명에서는 ‘주스 입자가 가득 차 있다.’, ‘주스의 입자가 물 분자에 달라붙어 분말
주스가 물에 의해 용해되었다.’, ‘주스 입자들이 가득 차서 보인다.’ 등과 같이 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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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2009 개정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에 제
시된 입자 삽화는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과학 교과
서에 수록된 삽화를 떠올려 그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다. 학생들은 입자 개념을 처
음으로 학습을 하여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하면 구
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학생일지라도 입자적 관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한 김성
희(200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두 번째, 사전 검사에서 입자적 관점이 불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사후 검사에서 비교
적 분명하게 나타난 ‘명확하게 표현’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그림에서 점 혹은
작은 동그라미 등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그려 넣었지만 설명에서 ‘어떤 입자가 보인
다.’, ‘안에 입자가 있다.’, ‘물 속에 어떤 입자들이 있다.’ 등과 같이 입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으나 그 입자가 어떤 입자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후 검사의 그
림은 사전 검사와 유사하였으나 설명 부분에서는 ‘물과 주스 입자가 함께 차있다.’, ‘분
말주스의 작은 입자들이 물 속 작은 입자들에 붙어 있다.’와 같이 입자가 무엇을 지칭
하는지 분명하게 서술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단원 학습 전 어렴풋하게나마 물체
가 작은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
명하지 못하였다. 해당 단원 학습 후에는 그것이 어떤 입자인지, 어떤 성질을 지니는
지 서술할 수 있게 되었고 성질이 서로 다른 입자들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사전, 사후 두 검사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은 ‘표현하지 않음’ 유
형의 학생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전 검사지 그림을 살펴보면 문항에서
제시된 물이 담긴 컵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거나 그림의 크기만 확대하여 그린 경우가
많았다. 설명에서도 ‘그냥 물이다.’, ‘물이 크게 보인다.’, ‘물이 없어졌다.’ 등 입자적 관
점에서 거리가 먼 서술을 하였고 무응답인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후 검사는 해
당 단원 학습 후 실시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와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고 그림과 설명에서도 입자 개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주현 외 3인(2000)의
연구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이나 글로 입자 개념을 학습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이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동영상적인 수업 보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법
을 도입하면 입자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두 검사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처음부터 표현’ 유형이
다. 이 학생들은 사전 검사지의 그림에서 동그라미, 점 등을 채워서 그렸고 이미 입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학적인 설명을 하였다. ‘용해와 용액’ 학습을 마친 후에 실시
한 사후 검사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답변 수준은 사전 검사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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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먼저 사전 검사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학
습 후 표현’ 유형이다. 사전 검사에서 이 학생들은 컵 테두리만 그리거나 물체 그림에
서 색칠을 하는 등 입자와 관련된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 설명 역시 ‘모른다.’ 혹은 ‘하
늘색이다.’, ‘파란색으로 보인다.’처럼 자신이 색칠한 색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여
러 가지 기체’ 단원 학습을 마치고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작은 동그라미 등으로 채
워 그렸고, ‘주스 입자와 물 입자로 가득 차 있다.’, ‘주스 안에 주스 입자와 물 입자가
보인다.’, ‘주스 입자와 물 입자가 있다.’ 등 입자 용어를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기체 단원만 입자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액체인 주스와
같이 학습하지 않은 다른 상태의 물체를 나타낼 때에도 입자 개념이 포함되었다. 또
한, 사후 검사에서는 교과서에 삽화로 제시된 입자 그림과 상당히 유사하게 표현하였
다. 입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표상을 이용한 모델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모델링을 통한 학습은 입자적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신
남수 외 3인, 2014).
두 번째, 사전 검사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불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 ‘명확하게 표현’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
서 그림에는 점, 세모, 동그라미 등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작은 무언가를 채워서 그
렸지만 그에 비해 설명에는 입자적 관점이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후
검사의 설명 부분에서 ‘물 입자와 주스 입자가 보인다.’와 같이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
한 입자를 구분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 학생들은 해당 단원 학습 후 ‘입
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입자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은 ‘표현하지 않
음’ 유형의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기체에 대해 학습을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체’ 단원 학습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고(정대균,
2007),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입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학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입
자는 화학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김동현, 2012)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은 중
학교 분자 개념과 연결되어 심화, 확장되기 때문에(교육부, 2015b) 입자성이 강조된
영상적 표현의 보조자료 제시 등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백성혜, 1999).
마지막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모두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처음부터 표현’
유형이다. 특히 이 유형의 학생들 중 일부는 사후 검사에서 주스를 자세히 바라본 모
습을 묻는 문항에서 주스뿐만 아니라 주스가 담긴 컵 주변에도 작은 무언가를 그리고
‘주스를 자세히 보면 주스 입자와 물 입자가 차 있고, 컵 주변엔 기체가 있어서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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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 흥미가 높은 경우, 평소 다수의 과학 서적을 읽은 경우, 선행 학습을 한
경우 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2>는 5, 6학년 각 유형 별 응답 내용 중 그
림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표 2> 사전, 사후 검사 유형 별 응답

유형

사전 검사

학습
후
표현

무응답

5학년

사후 검사

사전 검사

6학년

사후 검사

명확
하게
표현
표현
하지
않음
처음
부터
표현

2.‘입자적 관점’도입 단원 학습 후 지연 검사 결과

‘입자적 관점’ 도입 단원 학습 후 입자적 관점은 파지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지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입자적 관점 형성 유무와 과학적 개념 설명 유
무를 기준으로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었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P-S(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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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은 표현되었으나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
지 않은 ‘P-NS(Particulate concept-No 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으로 표현
하지 않았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은 ‘NP-NS(No Particulate concept-No
Science concept)’ 유형, 입자적 관점은 표현되지 않았으나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한
‘NP-S(No Particulate concept-Science concept)’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NP-S 유형은 소수의 학생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세 유형의 학생들은
동일 유형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5학년 ‘용해와 용액’

먼저 첫 번째, P-S 유형의 학생들은 답변을 할 때 ‘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또한, 각설탕이 전부 녹았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각설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자세히 바라보면 설탕 입자가 보이거나 설탕
입자가 물 입자에 결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 학생들은 학습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도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었으므로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후 입
자적 관점에 파지 효과가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과학적 개념으로 서술할 수 있었다.
다음은 P-NS 유형의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알갱이, 입자 등의 용어로 서
술은 하나, 과학적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같은 자료를 이
용하여 입자 단계에서 화학적 과정을 학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Appling & Peake, 2004) 과학
적 개념의 형성에 도움이 될 추가 자료가 제공되어 충분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P-NS 유형이다. 5학년의 경우 ‘용해와 용액’ 단원 내에서도 입자적 관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두 차시 분량 정도여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입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적었다. 잘못된 입자 개념 형성은 심층적인 화학
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Jazilah, David and
Chandrasegaran., 2008)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유형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차
시에서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입자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안해
야 한다.
나.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첫 번째로 6학년 중 P-S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김○○ : 컵 속에 주스 입자가 있고 그 위에 공기 입자가 있어요.
면담자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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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주스에는 입자가 있어서 그 입자가 모여 공간을 차지하고 공기들도 역시 입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은 6학년이지만 현행 교육과정이 도입된 첫해에 본 연구를 실시하여서 물질
의 상태 중 기체 한 가지 상태에 대해서만 입자 개념을 학습하였다. 하지만 주스와
같은 액체를 바라볼 때에도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태의
물질에 대해서도 입자 개념이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
하였으므로 입자적 관점이 올바른 과학 개념 형성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P-NS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도 기체 한 가지 상태에서만 입자적
관점으로 학습하였는데 흰 종이와 같은 고체 물질 대해 질문하였을 때 “나무 입자 그
런 게 보여요.”, “하얀 알갱이가 있을 것 같아요.”와 같이 입자, 알갱이 등으로 설명하
였다. 이를 통하여 P-S 유형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상태에서 학습한 입자
개념이 다른 상태의 물질에도 전이되었으나 어떤 물체의 입자에 대해 학습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 입자를 물질의 조각으로 인식하며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오개념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Adbo & Taber, 2009), 이 학생들의 답변도 과학적 개
념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보다 정확한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개념이 형성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NP-NS 유형이다. 이 학생들은 물체를 바라볼 때 입자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설명하였고 과학적 개념과도 거리가 멀었
다. 과학의 주요 개념인 물질의 본성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 개념인 물질
의 입자 개념 및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신남수 외 3인, 2014) 이 유
형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예시가 포함된 검사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
에 맞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표 3> 6학년 지연 검사 유형 별 응답

P-S 유형

P-NS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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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 개념 학습 전후 학생 개념 변화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전 실시한 사전 검사, 학습 직후 실시한 사후 검
사, 학습 4개월 후 실시한 지연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는 5학년
336명(남 185명, 여 151명), 6학년 221명(남 118명, 여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
만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세 검사에 모두 답변한 학생들의 검사지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연 검사까지 전부 실시한 5학년 52명(남 26명,
여 26명), 6학년 51명(남 27명, 여 24명) 학생들의 사전, 사후, 지연 검사지로 한정하여
개념 변화를 빈도 분석하였다. <표 4>는 5학년 학생들의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학습
전후 개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5학년 학습 전후 개념 변화
N(%)

구분
성별
P-S

남
4
(7.69)
3
P-NS (5.77)
1
NP-S (1.92)
18
NP-NS (34.62)
26
계 (50.00)

사전 검사
여
5
(9.62)
3
(5.77)
0
(0)
18
(34.62)
26
(50.00)

계
9
(17.31)
6
(11.54)
1
(1.92)
36
(69.23)
52
(100)

남
12
(23.08)
10
(19.23)
0
(0)
4
(7.69)
26
(50.00)

사후 검사
여
11
(21.15)
12
(23.08)
0
(0)
3
(5.77)
26
(50.00)

계
23
(44.23)
22
(42.31)
0
(0)
7
(13.46)
52
(100)

남
10
(19.23)
9
(17.31)
1
(1.92)
6
(11.54)
26
(50.00)

지연 검사
여
8
(15.38)
13
(25.00)
0
(0)
5
(9.62)
26
(50.00)

계
18
(34.62)
22
(42.31)
1
(1.92)
11
(21.15)
52
(100)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단원 학습 전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지
않은 학생은 37명(71.15%)이었으나 학습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7명(13.46%)로
감소하였다. 학습 전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학생은 15명(28.85%)이었지만 학습 후에는
45명(86.54%)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학적 개념으로 답변한 학생의 수를 비교하여 볼
때, 사전 검사에서는 10명(19.23%)이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23명(44.23%)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 검사에서도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학생은 40명(76.92%)이
고, 이 중에서 18명(34.62%)은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면서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 177 -

교육논총/제37권 1호/2017

<표 5> 6학년 학습 전후 개념 변화
N(%)

구분
성별
P-S

남
5
(9.80)
4
P-NS (7.84)
0
NP-S
(0)
18
NP-NS (35.29)
27
계 (52.94)

사전 검사
여
5
(9.80)
5
(9.80)
0
(0)
14
(27.45)
24
(47.06)

계
10
(19.61)
9
(17.65)
0
(0)
32
(62.75)
51
(100)

남
13
(25.49)
9
(17.65)
0
(0)
5
(9.80)
27
(52.94)

사후 검사
여
12
(23.53)
8
(15.69)
1
(1.96)
3
(5.88)
24
(47.06)

계
25
(49.02)
17
(33.33)
1
(1.96)
8
(15.69)
51
(100)

남
14
(27.45)
7
(13.73)
0
(0)
6
(11.76)
27
(52.94)

지연 검사
여
9
(17.65)
10
(19.61)
1
(1.96)
4
(7.84)
24
(47.06)

계
23
(45.10)
17
(33.33)
1
(1.96)
10
(19.61)
51
(100)

<표 5>는 6학년 학생들의 입자적 관점이 도입 된 학습 전후 개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여러 가지 기체’ 단원 학습 전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입자적 관점이 나타나지 않은 학생은 32명(62.75%)이었지만 학습 직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9명(17.65%)으로 감소하였다.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학생을 비교하면, 사
전 검사에서는 19명(37.25%)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42명(82.35%)으로 증가하였다.
과학적 개념으로 답변하는 학생의 수를 비교하여 볼 때, 사전 검사에서는 10명
(19.61%)이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26명(50.98%)으로 증가하였다. 학습 후 4개월이 지
난 후에 실시한 지연 검사에서 입자적 관점이 나타난 학생은 40명(78.43%)이고, 이 중
23명(45.10%)은 입자 개념을 통하여 과학적 개념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입자 개념은
파지 효과가 있고 과학적 개념 이해에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입자적 관점이 도입됨에 따라 5,
6학년 학생들의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전, 사후, 지연 검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하였고 지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면담을 실시
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입자적 관점의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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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안을 탐색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자적 관점이 포함된 5학년 ‘용해와 용액’, 6학년 ‘여러 가지 기체’ 단원 학습
후 대다수 학생들은 입자적 관점이 나타났다. 사전 검사 문항 중 물체를 자세히 본
모습에 대한 문항에서는 입자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들도 학습 후에는 입자를
표현하는 점, 작은 동그라미 등으로 그림을 그렸고, 설명에서도 ‘입자’라는 용어를 사
용하며 서술하였다. 학생들이 그린 입자 수준은 교과서 삽화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교
과서 삽화가 학생들의 입자 개념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자적 관점을 기억하였고 응답 수준은 학습
직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은 지연 검사에서도 사후 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답변하였고 지연 검사에서 입자적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은 학생들 중 일부는 면담을
통해 입자 개념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입자 개념은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물질을 바라볼 때에도 전이되었다. 본 연
구를 실시한 5학년은 액체, 6학년은 기체 한 가지 상태의 물질만 입자적 관점으로 학
습하였는데, 학습하지 않은 다른 상태의 물질에 대해서도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었다.
면담을 실시한 학생들에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의 물질에 대해 질문할 때에
도 학생들은 입자 개념을 바탕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2009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입자적 관점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물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고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등
학교에서 입자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적합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입자적 관점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오류가 내포된 답변을 하는 학
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입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개념을 오류를 내
포하지 않고 정확히 학습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과학적 오류 개선 여부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들 중 일부
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크기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나(Frackson, Vivien and
Asiana., 2014), 입자 개념에 대해 오개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가 입
자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입자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입자 개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도서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수업만으로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교과
서에 제시된 정보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입자 모델을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적 도구
를 활용하여 지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Rotbain, Marbach-Ad
and Stavy., 2008).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입자 개념을 학습할 때 도
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면 더욱 효과적인 과학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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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ulate Concept
in the 2009 Revis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Saenggeum Elementary School)
Noh, Suk-Goo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ng, Hye-Jin

As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s applied, containing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for 5, 6th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elementary science textbook. This study analyzed students view
of matter after studying the units that contained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and its effects.
The objects of research were 5,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They
participated the pre-test before studying the units that contained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the post-test after studying and the delayed-test after 4-month. Analyzed the delayed-test, 3 or 4
students of each group had an interview. The units were “Dissolution and Solution” in 5th grade
and “Various gases” in 6th. First, after learning the units that contained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most students had particulate view and they solved the scientific questions with particulate
view. Second, students still had particulate view several months later, their levels had no difference
with the levels after learning immediately. Last, the particulate view spreaded to the other states of
matter they didn’t learn.
Key words: 2009 revised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particulate view, dissolution and
solution, various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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