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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물질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화학물질을 선정하
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겉보기 성질에 대한 이해 2)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 3) 용도에 대한 이해 4)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이해 5) 실험 후 화학물질 처리 실태 6) 화학
물질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번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 교수․학습의 방안 모
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겉보기 성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 녹말, 식초, 알코올, 아세톤 등은 아동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없었고 배운 지가 오래 되었다고 생각되는 황산구리, 묽은 수산화
나트륨, 묽은 염산 등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말, 염산을 제외하고 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위험 인식 정도에서는 먹을 수 있고 친근하게 사용하는 물질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
각하고 있는 반면, 실험실에서만 주로 다루어지는 물질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
이 실험 후 화학물질 처리는 대부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
적인 성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게 된 경로에 대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알
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물질은 소금, 녹말, 식초, 아세톤이었고,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물질은 알코올, 황산구리, 묽은 수산화나트륨, 묽은 염산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실험
실에서 경험한 물질이지만 생소하게 느끼는 물질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처
럼 잘 알 수 있게 물질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학습을 위한 교사
의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그러면 많은 아동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과학실험
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성질, 화학물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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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대학과 일선 학교의 과학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실험실 안전법이 새롭게 개정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과학실
험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잘못된 실험방법과 사용하는 물질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 결여로 일어
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과학실험 중 화학분야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의 하나
가 학생들이 직접 다루는 화학 물질을 들 수 있다(나경환, 2000; 권재호, 2000).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학 용어에 대한 연구(김양진, 1996; 김지선, 2001; 박일
선, 2004; 오상혁, 1999, 이상현과 최규상, 1999; 이현주, 1998)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성혜
(1992)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4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겉보
기 성질, 물리․화학적 성질, 물질의 용도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비하여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실
려 있고 때로는 학생들이 실험을 통하여 직접 다루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이해도 조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가운데 화학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겉보기 성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을 실험관찰에 기록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용도와 위험성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교
과서와 실험관찰에 일부 서술되어 있지만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물질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1) 겉보기 성질에 대한 이해 2)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 3) 용도에 대한 이해 4)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이해 5) 실험 후 화학물질 처리 실태 6)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화학
물질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험실 안전을 고려한 교
수․학습의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278명(남학생 145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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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개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학 교과서와 실험관찰,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1998; 교육부,
1999; 교육부, 2002; 교육부, 2003)를 분석하여 아동들이 학습한 내용 중 다루게 되는 화학물질 가
운데 8종(소금, 녹말, 식초, 알코올, 황산구리, 아세톤, 묽은 수산화나트륨, 묽은 염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화학물질에 대한 겉보기 성질, 물리․화학적 성질과 용도 그리고 화학물질의 안
전과 실험 후 화학물질 처리, 지식습득의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문지는 1차 파일럿 테스트를 통
하여 응답 유형 중 아동들의 오답 빈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였고 과학교육전문가와 교사 2명의 검토
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
객관식 설문의 분석에 있어서 겉보기 성질, 물리․화학적 성질과 용도는 정답․오답으로 분류하였
다. 위험인식정도 그리고 처리실태와 지식습득의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응답한 유형을 분류하여 초등
학생 6학년 278명을 대상으로 전체 응답 및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겉보기 성질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소금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74.5%의 아동들이 소금이 흰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짜고 까
끌까끌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소금에 대한 겉보기 성질을 관찰하는 내용은 3학년 1학기
‘우리 주위의 물질’ 단원을 통해 직접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1.9%의 아동이

소금에서 바다냄새가 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녹말에 대한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60.4%의 아동들이 녹말은 흰색이고 부드럽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38.6%의 아동이 녹말은 녹색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녹말’이
라는 용어에서 오는 느낌 때문에 아동들이 녹색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초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79.5%의 아동들이 식초가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3학년 1학기 ‘우리 주위의 물질’, 4학년 1학기 ‘혼합물 분리하기’, 5학년 2학기
‘용액의 성질’ 및 ‘화산과 암석’, 6학년 2학기 ‘연소와 소화’ 단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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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83.5%의 아동들이 알코올이 투명한 색이고, 술 냄새와 비
슷한 냄새가 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1.2%의 아동들은 무색인 알코올을
흰색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황산구리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19.8%의 아동만이 황산구리가 푸른색이며 까끌까끌하다
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중 64.0%의 아동들이 황산구리가 ‘노란색이고 매끄
럽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탐구관찰을 통해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학생
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아세톤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74.8%의 아동들이 아세톤이 투명한 색이고, 톡 쏘는 냄새
가 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아세톤에 대해서는 4학년 1학기 ‘우리 생활과 액체’ 단원을 통하
여 아세톤이 물, 알코올, 식용유와 섞이는 실험을 함으로써 아세톤을 접하게 되며 4학년 2학기 ‘모습
을 바꾸는 물’, 5학년 1학기 ‘용해와 용액’ 단원을 통해 반복하여 다루게 된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투명한 색이고 냄새가 없
으며 만지면 미끈거린다.’라고 옳게 응답한 아동은 전체 응답자에 24.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5학
년 2학기 ‘용액의 성질’ 단원에서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하여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묽은 수산화나트
륨은 ‘무색하고 투명하다’라는 내용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56.1%의 아동들이 묽은 수산화나트륨
이 ‘투명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염산으로 잘 못 인식된 응답을 하였다. ‘투명하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반면, 후각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감을
통하여 위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동들이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직접 관찰하지는 않지만 5학년 1학기 용해와 용액단원에서 아세톤에 소금, 여러 가지 가
루, 잉크 등의 용해 실험을 통해서 아세톤을 다루면서 겉보기 성질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묽은 염산의 겉보기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 53.6%의 아동들이 ‘투명하고, 위험하므로 냄새를 맡지
않는다.’라고 옳게 응답하였다. 묽은 염산이 흰색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응답자 중 29.2%에 해당
된다.
3학년 때 가루물질 관찰하기에서 소금, 녹말, 황산구리 그리고 4학년 액체의 성질에서 아세톤과
알코올 등을 배웠지만 배운지가 오래되고 반복적인 학습이 이행되지 않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
는 것 같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 식초, 알코올, 아세톤 등은 잘 알고 있었고, 그 외의
물질들은 학교에서 배웠지만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은 배운지가 오래되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는 물질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지식을 정확하
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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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겉보기 성질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화학물질

단위: 명 (%)

내 용 이 해
정 답

오 답

계

소 금

207(74.5)

71(25.5)

278(100)

녹 말

168(60.4)

110(39.6)

278(100)

식 초

221(79.5)

57(20.5)

278(100)

알코올

123(83.5)

46(16.5)

278(100)

황산구리

55(19.8)

223(80.2)

278(100)

아세톤

208(74.8)

70(25.2)

278(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69(24.8)

209(75.2)

278(100)

묽은 염산

149(53.6)

129(46.4)

278(100)

2.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현행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은 저학년 과정에서 겉보기 성질에
관한 정성적인 내용이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는 83.1%의 아동들이 소금을 가열하면 약간 검게 변하
면서 탁탁 소리를 내며 튄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녹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는 71.2%의 아동들이 녹말에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리
면 보라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녹말에 관해서는 3학년 1학기 ‘우리 주위의 물
질’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식초의 경우 리트머스 시험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한 색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9.9%의 낮
은 정답률을 보였다.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5학년 2학기 ‘용액의 성질’ 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47.1%의 아동들이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에는 변화가 없고,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푸르게 변하
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히면 붉게 변한다는 오답을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산-염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알코올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묻는 문항인 알코올을 물과 아세톤에 각각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9.7%의 학생만이 ‘둘 다 섞인다’라고 올바른 답을 선택하였다. 4학년 1학기 ‘우리 생활과 액
체’의 내용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코올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황산구리의 물리․화학적 성질 중 황산구리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서 15.8%의 아동
만이 ‘희게 변한다’고 옳게 응답하였고, ‘녹는다’가 18.0%, ‘거품이 생긴다’가 32.0%, ‘검게 탄다.’가
34.2%로 나타났다. 황산구리를 가열 할 때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하여 아동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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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아세톤에 유성잉크와 수성잉크가 녹느냐?’라는 물리․화학적 성질을 묻는 질문에서는 32.4%의

아동만이 유성잉크가 아세톤에 녹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중 37.4%의 아동이 수성잉
크가 아세톤에 녹는다고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5학년 1학기 2단원 ‘용해와 용액’의 내용을 바탕으
로 구성된 물리․화학적 성질을 묻는 문항에서 아동들이 아세톤의 성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세톤의 성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수산화나트륨의 물리․화학적 성질로서 염기성인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리트머스 시험지와 페놀프
탈레인 용액으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아동은 21.9%로 낮게 나
타났다. 식초의 산성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도 정답률이 29.9%였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염기성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도 정답률이 21.9%로 낮은 것으로 보아 리트머스시험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알아보는 활동에 대해 아동들의 이해가 낮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묽은 염산을 묻혔을 때의 색깔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33.5%의 아동만이 옳게 응답하였다. 앞의 식초와 묽은 수산화나트륨의 지시약 색깔 변화를 묻는 질
문에서도 각각 29.9%, 21.9%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준 것과 같이 학생들은 리트머스 시험지나 지식
약에 대한 산 염기 물질의 색깔 변화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낮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리트머스 시험
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산성과 염기성의 색깔 변화에 대해 명확한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소금과 녹말을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낮았다. 소금과 녹말은 평소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질을 익힌 것 같다. 그 이외의 화학물질들은 수업시간에만 잠시 알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한 반복학습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화학물질

단위: 명 (%)

내 용 이 해
정 답

오 답

계

소 금

231(83.1)

47(16.9)

278(100)

녹 말

198(71.2)

80(28.8)

278(100)

식 초

83(29.9)

195(70.1)

278(100)

알코올

27( 9.7)

251(90.3)

278(100)

황산구리

44(15.8)

234(67.6)

278(100)

아세톤

90(32.4)

188(67.6)

278(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61(21.9)

217(78.1)

278(100)

묽은 염산

93(33.5)

185(66.5)

2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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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소금의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98.6%의 아동들이 소금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소금이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 쉽게 접하는 물질이라 아동들의 이해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주위의 물질’, ‘3학년 2학기 4단원 여러 가지
가루 녹이기’, ‘4학년 1학기 5단원 혼합물 분리하기’, ‘5학년 1학기 2단원 용해와 용액’, ‘6단원 용액의
진하기’를 통해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 실험용 학습 자료로 자주 사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해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녹말의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 38.1%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면서 많은 아동들이 녹말의 용도
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3.1%의 아동들이 식용감자로 먹는데 쓴다고 응
답하였는데, 감자의 성분 중 대부분이 녹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묻는 녹말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식초에 대한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93.9%의 아동들이 식초는 음식을 할 때 그리고 알코올은 소
독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식초의 용도에 대해서는 3학년 1학기 실험관
찰에서 ‘식초는 음식의 신 맛을 내거나 보존하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할 때 식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의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7.8%
의 아동들이 알코올을 소독약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알코올의 용도에 대한 내용은 4학년 2학
기 7단원 ‘모습을 바꾸는 물’ 읽을거리에 ‘소독용 알코올’로 제시되어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아동들에게 어려운 물질이 아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화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 46.0%의 아동들이 알코올을 술 만들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소독약, 술 등 모두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황산구리의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7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5학년 1학기 6단원 ‘용
액의 진하기’에서 학습하였던 결정 만들기를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았다. 또한 아세톤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92.1%의 아동들이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아세톤의
용도에 대하여 4학년 1학기 ‘우리 생활과 액체’의 실험관찰에서 ‘왁스나 니스 등을 묽히는 데 쓰이며,
페인트를 지우는데도 쓰인다.’라고 이의 용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수산화나트륨과 황산구리의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76.7%로 높게 나타났다. 묽은 수산
화나트륨은 5학년 2학기 실험관찰의 읽을거리에서 ‘비누, 종이, 물감을 만드는 데 사용 한다’는 내용
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황산구리는 5학년 1학기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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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용도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

화학물질
소 금

단위: 명 (%)

용도의 이해
정 답

오 답

계

274(98.6)

4( 1.4)

278(100)

녹 말

106(38.1)

172(61.9)

278(100)

식 초

261(93.8)

17( 6.1)

278(100)

알코올

261(93.8)

17( 6.2)

278(100)

황산구리

213(76.6)

65(23.4)

278(100)

아세톤

256(92.1)

22( 7.9)

278(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212(76.3)

66(23.7)

278(100)

묽은 염산

129(46.4)

149(53.6)

278(100)

진하기’ 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과서나 실험관찰에서는 실생활에 관련된 예의 제시가 부족하다.
묽은 염산에 대한 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46.4%의 아동이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 사용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염산에 대해 5학년 2학기 실험관찰의 읽을거리에서 위산의 대부분이 염산이라고
제시되어 어떠한 물질을 녹이거나 소화시킬 때 사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으로 정답률이 50%이하를 나타내었다.
화학물질들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금, 식초, 알코올, 아세톤 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시간에서만 접하는 생소한 화학물질들은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다.

4.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정도
안전에 대한 내용은 과학 교과용도서에서 그림과 만화로 그리고 교사용지도서에 이에 관한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사전 지도를 받는다.
<표 4>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64.0%의 아동
이 소금을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 자주 사용함으로써 소금을 만지고 먹거
나 냄새를 맡으면서, 소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녹말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49.6%,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15.8%,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34.5%로 나타났다. 소금과는 달리 잘 모른다
고 생각되는 아동들의 비율이 34.5%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녹말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가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을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소금처럼 자주 접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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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기 때문에 녹말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과 염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세톤과 황산구리 및 수산화나트륨
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들은 묽은 염산에 대하여 82.7%의 아동들이 ‘위험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염산에 대해서는 5학
년 2학기 실험관찰의 읽을거리에서 ‘진한 염산의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서 사용하고 피부에 묻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염화수소 기체는 유독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므로, 진한 염산이 담긴 병
의 마개를 열 때에는 기체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알코올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3%의 아동들이 알코올이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아동들이 과학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알코올램프와 관련하여 알코올이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
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3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는 알코올램프를 다룰
때 주의하여야 할 점과 알코올이 쏟아져 불이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삽화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등 불을 다룰 때 주로 사용하므로 아동들이 불과 관련하여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66.5%의 아동들이 아세톤은 ‘위험하다’라고 응답하였다. 4학년 1학기 ‘우리 생활과 액체’
의 실험관찰에서 ‘아세톤은 불이 붙기 쉬우므로 불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실험할 때는 아세톤이 안경테나 플라스틱 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내용이
제시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위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58.3%의 아동들이 ‘위험하다’라고 응답
하였다. ‘5학년 2학기 실험관찰의 읽을거리’에 주의할 점으로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상하게 되므로
빨리 물로 씻어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제조에 사용되는 등 일
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어 등 학생들의 위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묽은
염산과 같은 위험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황산구리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를 살펴 본 결과, 57.9%의 아동들이 황산구리가 위험하다고 생각
하였다. 황산구리는 3학년 1학기 과학교사용지도서에는 ‘맛을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이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위험도에 관한 인식률이
낮게 된 이유라 생각한다.
식초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25.5%의 아동들만이 식초가 위험하다고 응답하였고 식초
가 안전하거나(46.8%) 잘 모른다(25.9%)고 응답하였다. 식초의 위험 인식 정도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식초가 약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아동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알코올과 염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 하였다. 알코올의 경우는 인화성의 성질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또한 염산이 금속과 석회석 등과 거품을 내면서 반응하는 실험의 선경험에서 느낀
본인의 생각과 실험 수업 시간에 교사의 특별한 주의 및 교과서에 ‘피부에 묻으면 화상을 입게 되어 매
우 따끔거리고 피부가 상하게 되요’ 등의 언급으로 가장 위험한 화학약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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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정도

화학물질

단위: 명 (%)

인 식 정 도
안전하다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계

소 금

178(64.0)

55(19.8)

45(16.2)

278(100)

녹 말

138(49.6)

44(15.8)

96(34.5)

278(100)

식 초

135(48.6)

71(25.5)

72(25.9)

278(100)

알코올

21( 7.6)

226(81.3)

31(11.2)

278(100)

황산구리

23( 8.3)

161(57.9)

94(33.8)

278(100)

아세톤

36(12.9)

185(66.5)

57(20.5)

278(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28(10.1)

162(58.3)

88(31.7)

278(100)

묽은 염산

13( 4.7)

230(82.7)

35(12.6)

278(100)

5. 실험 후 아동들의 화학물질 처리 현황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화학폐기물은 양적으로는 적으나 그 종류가 다양하여 소량의 폐수
2

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행정지침(경남하동교육청, 2001) 학교폐수처리 기준인 100m 이하
와 그 이상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처리 또는 시장․군수에게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학교규모에 따라 실험 후 폐기물처리
에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과학실험 후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학교에서 소금을 가열하는 실험을 한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실태문제에서는 ‘선생님의 지시
에 따라 모아둔다’가 62.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말에 대한 처리 실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9%
의 아동이 ‘물과 함께 흘려버린다.’고 응답하였다. 녹말의 처리에서도 교사의 사후지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식초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묻히는 실험을 한 후, 사용했던 식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실태문
제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44.2%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에 녹여 흘려버린다.’가
27.7%로 나타났다. 소금, 녹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화학물질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과 함께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 식초가 산성 물질이므로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켜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코올과 아세톤을 섞는 실험을 한 후, 사용했던 알코올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실태문제에서 ‘선
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5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땅에 묻어 버린다.’가 20.5%로 소금과
녹말, 식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황산구리를 가열하는 실험을 한 후, 사용한 황산구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6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가 14.0%, ‘땅에 묻어버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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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물에 녹여 흘려 버린다’가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톤의 처리실태 문제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45.7%, ‘물에 녹여 흘러 버린
다.’가 21.2%, ‘땅에 묻어 버린다.’가 16.9%,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가 16.2%로 사후처리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세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처리 실태문제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52.2%, ‘물에
녹여 흘러 버린다.’가 25.5%, ‘땅에 묻어 버린다.’가 15.5%,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가 6.8%로 선
생님의 화학물질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이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묽은 염산의 실태문제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가 59.4%, ‘땅에 묻어 버린다.’가
19.8%, ‘물에 녹여 흘려버린다.’가 15.1%,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가 5.8%로 선생님의 화학물질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묽은 염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세톤과 식초 등은 물에 흘려버린다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등 학생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지도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산, 염기 화학물질은 중화시킨 후,
많은 양의 물로 희석시켜 흘려 보낸다’는 교사용지도서 내용처럼 중화에 대한 학습으로 답한 것 같
다. 또한 알코올과 아세톤은 휴지로 닦아 태워 버린다고 답한 학생은 두 물질이 휘발 성질을 생각하
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30~50% 비율의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
른 적절한 처리를 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실험을 한 후,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동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중요성
을 시사한다(곽재영, 2000).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이상철(1994)이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자연스럽
게 이루어져야 한다와 같이 아동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함께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실험 후 아동들의 화학물질 처리 현황

단위: 명 (%)

처 리 실 태
화학물질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물에 녹여
흘러버린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계

소 금

33(11.9)

68(24.5)

174(62.6)

3( 1.1)

278(100)

녹 말

41(14.7)

72(25.9)

156(56.1)

9( 3.2)

278(100)

식 초

46(48.6)

77(27.7)

123(44.2)

32(11.5)

278(100)

알코올

34(16.5)

35(12.6)

152(54.7)

57(20.5)

278(100)

황산구리

39(14.0)

23(8.3)

189(68.0)

27( 9.7)

278(100)

아세톤

45(16.2)

59(21.2)

127(45.7)

47(16.9)

278(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19( 6.8)

71(25.5)

145(52.2)

43(15.5)

278(100)

묽은 염산

16( 5.8)

42(15.1)

165(59.4)

55(19.8)

278(100)

기타; 태운다, 묻어 버린다, 중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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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경로
소금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는 68.7%의 아동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학습하였
다고 답하였으며 25.9%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소금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녹말의 경우에는 67.3%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 21.2%의 아동만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녹말이 일
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기는 하나 소금처럼 아동들이 쉽게 접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식초는 77.0%의 아동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답하였으며 18.3%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식초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77.7%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16.2%
의 아동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과학 실험실에서 사용하
는 알코올램프를 통해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황산구리는 85.3%의 아동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일
반서적 및 백과사전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이 6.8%로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아세톤은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아동이 64.7%,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
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28.4%로 아세톤의 용도와 관련지어 볼 때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아
세톤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화나트륨은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80.9%, ‘가정이나 일상생활
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아동이 9.0%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대해서는 80.9%의 아동들이 학
교에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염산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88.5%, ‘가정이나 일상생활
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아동이 4.3%로 묽은 염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경로로는 소금과 식초 그리고 아세톤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알게 되었다고
높게 대답하였고 특히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황산구리는 학교 및 과학교과서에서 배웠다
고 높게 답하였다. 알코올과 녹말도 학교에서 배웠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지도와 생활 속에서
의 경험을 토대로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도 조사 / 최봉윤․김성규․공영태 245

<표 6>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경로

화학물질

단위: 명 (%)

습 득 경 로
가정/일상생활

학교/과학교과서 일반서적/백과사전

TV/인터넷

계

소 금

191(68.7)

72(25.9)

5(1.8)

10(3.6)

278(100)

녹 말

59(21.2)

187(67.3)

12(4.3)

20(7.2)

278(100)

식 초

214(77.0)

51(18.3)

11(4.0)

2(0.7)

278(100)

알코올

45(16.2)

216(77.7)

792.5)

10(3.6)

278(100)

황산구리

11(4.0)

237(85.3)

19(6.8)

11(4.0)

2789100)

아세톤

180(64.7)

79(28.4)

9(3.2)

10(3.6)

2789100)

묽은 수산화나트륨

25(9.0)

225(80.9)

20(7.2)

8(2.9)

2789100)

묽은 염산

12(4.3)

246(88.5)

9(3.2)

11(4.0)

2789100)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과학교과서 물질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1)
겉보기 성질에 대한 이해 2)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 3) 용도에 대한 이해 4) 화학물질의 안
전에 대한 이해 5) 실험 후 화학물질 처리 실태 6) 화학물질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화학물
질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겉보기 성질에서 학생들이 식초, 알코올, 아세톤, 소금, 녹말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황
산구리와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는 그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소금, 녹말, 식초, 알코올, 아세톤의 겉보기 성질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점점 잊어버린다. 아마도 반복적
인 학습이 이행되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물질을 잘 아는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물질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과학 교과과정의 재구성
등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리․화학적 성질에서 소금, 녹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은 반면, 식초, 알코올, 황산구리, 아세
톤, 묽은 수산화나트륨, 묽은 염산에 대한 이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험 내
용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실제로 직접 실험을 통해서 물리․화학적인 내용을 경험한다. 그러나
실험내용과 물질을 별개로 생각하고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교과서와 실험관찰에서 각 물질의 용도가 제시되어 있는 물질인 식초, 아세톤, 묽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화학물질을 지도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용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화학물질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재미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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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위험 인식 정도에서는 소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녹말, 식초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위험
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알코올, 황산구리, 아세톤, 묽은 수산화나트륨, 묽은 염
산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위험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소금은 생활 속에서 식염으로 사용하여 먹
을 수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식초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진한 냄새 때문에 초산을 싫어하고
위험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 이외의 물질들은 실험실에서만 경험함으로써 교사의 주의나 과학교과
용 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과학실험을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잘 알고 정확한 지도로 원만한 실험수업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처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일부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초등과학실험에
서 몇가지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화시켜 처리 하는 물질이 많다. 그러나 무관심속에서
화학폐기물은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대규모 학교에서는 폐기물 처리기준인 발
생, 분류수집, 보관, 처분과 같이 효과적 관리와 처리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과 화학폐기물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자로서 철저한 지도가 요구된다.
알게 된 경로에 대해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물질은 소금, 녹말, 식
초, 아세톤이었고,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물질은 알코올, 황산구리, 묽은 수산화
나트륨, 묽은 염산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과 이 성질들을 이용하여 직접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
등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의 화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아동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학습시에도 흥미가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화학물질에 대
하여 주의할 점을 제시할 경우에 아동들이 그 물질에 대한 위험정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아동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실험을 통해 다루는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사전에 반드시 아동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동들에게 화학물질을 지도 할 때에는 반
드시 그 위험 정도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며,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나 실험관찰에 제시할 경우에
좀 더 아동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도를 더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성질
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학생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지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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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of Sixth Graders' Understanding
of Eight Chemical Materials
Choi, Bong-Yoon (Teacher, Ulsan Ungchon Elementary School)
Kim, Sung-Kyu (Professor, Dept. of Science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ng, Young-Tae (Professor, Dept. of Science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an understanding of chemical materials among
sixth grade students. This research involved a total of 278 students from six classes in six
elementary school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Ulsa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students were generally able to recognize the
outer appearance of salt, starch, vinegar, alcohol and acetone, while a recognition of copper
sulfate and sodium hydroxide appeared to be low. Regarding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 understanding of the salt and starch was high, but an understanding of the vinegar, alcohol,
copper sulfate, acetone, sodium hydroxide and hydrochloric acid was relatively low.
With the exception of the starch and the hydrochloric acid, the students displaye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chemical materials usage. In terms of the degree of danger, the
students thought that the salt was safe, but in the case of the starch and the vinegar, they were
not well aware of the degree of danger for either one. Most students indicated that alcohol,
copper sulfate, acetone, sodium hydroxide, and hydrochloric acid solution were dangerous.
Treatment of the chemical waste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eacher's instructions, and
most students claimed that they had collected eight different kinds of chemical materials. The
students also indicated that they knew how to treat salt, starch, vinegar, and acetone from daily
experience, while treatment of alcohol, copper sulfate, sodium hydroxide, and hydrochloric acid
had been learned in the classroom.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the teacher's directions during the experimentation
and the study of chemical materials in the laborator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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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students always followed the instructions and guidance of their
teacher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eachers properly understand the methods of
controlling the chemical materials and guide students properly.
Key words: chemical material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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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8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조사 설문지
(

) 초등학교

6학년

성별(남,여)

※ 다음 문항을 보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1-1. 소금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흰색이고, 바다냄새가 나며, 울퉁불퉁하다.
② 반짝거리는 흰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뾰족하다.
③ 투명한 색이고, 짠 냄새가 나며, 딱딱하다.
④ 흰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짜고 까끌까끌하다.
1-2. 소금을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① 색깔은 변하지 않고, 물이 된다.

② 녹아 버린다.

③ 약간 검게 변하고, 탁탁 소리를 내며 튄다.

④ 바로 타버린다.

1-3. 소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①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음식의 맛을 낼 때 사용한다.

④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1-4. 여러분이 소금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1-5. 여러분이 알코올램프를 사용하여 소금을 가열하는 실험을 하고 난 다음, 가열에 사용한 소금은 실제
로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녹여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땅에 묻어 버린다.

1-6. 소금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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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녹말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흰색이고, 부드럽다.

② 흰색이고, 까끌까끌하다.

③ 녹색이고, 부드럽다.

④ 녹색이고, 까끌까끌하다.
2-2. 녹말에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① 파란색으로 변한다.

②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③ 보라색으로 변한다.

④ 녹는다.

2-3. 녹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①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음식 할 때 사용한다.

④ 식용 감자로 먹는데 쓴다.

2-4. 여러분이 녹말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2-5. 여러분이 녹말을 가열하는 실험을 하고 난 다음, 가열에 사용한 녹말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땅에 묻어 버린다.

2-6. 녹말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3-1.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노란색이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② 투명한 색이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③ 흰색이고, 신맛이 난다.

④ 투명한 색이고, 맛을 보면 짜다

3-2. 식초에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히면 각각 어떻게
됩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묻히면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묻히면

①

변화 없음

푸르게 변함

변화 없음

②

변화 없음

변화 없음

푸르게 변함

③

변화 없음

푸르게 변함

붉게 변함

④

붉게 변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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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초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①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음식의 신맛을 낼 때 사용한다.

④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3-4. 여러분이 식초를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3-5. 여러분이 식초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묻히는 실험을 한 후, 사용한 식초는 어떻게 합니까?

①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염기로 중화한 후 버린다.

3-6. 식초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4-1. 알코올램프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투명한 색이고, 술 냄새가 난다.

② 흰색이고, 부드럽다.

③ 투명한 색이고, 딱딱하다.

④ 흰색이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

4-2. 알코올을 물과 아세톤에 각각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섞으면

아세톤과 섞으면

①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②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③

섞이지 않는다.

섞인다.

④

섞인다.

섞인다.

4-3. 알코올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① 소독약으로 사용한다.

②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음식 할 때 사용한다.

④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4-4. 여러분이 알코올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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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여러분이 알코올에 아세톤을 섞는 실험을 한 후, 사용한 알코올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① 휴지로 닦은 후 쓰레기통에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종이에 흡수시켜서 안전한 곳에서 태운다.

4-6. 알코올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5-1. 황산구리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노란색이고, 매끄럽다.

② 흰색이고, 부드럽다.

③ 푸른색이고, 까끌까끌하다.

④ 투명한 색이고, 딱딱하다.

5-2. 황산구리를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① 희게 변한다.

② 녹는다.

③ 거품이 생긴다.

④ 검게 탄다.

5-3. 황산구리는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①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④ 결정 만들기 실험 할 때 사용한다.

5-4. 여러분이 황산구리를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5-5. 황산구리를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는 실험을 하고 난 후, 가열에 사용한 황산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땅에 묻어 버린다.

5-6. 황산구리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6-1. 아세톤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흰색이고, 냄새가 없다.

② 투명한 색이고, 냄새가 없다.

③ 투명한 색이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

④ 흰색이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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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아세톤이 1/4 쯤 담긴 비커 2개를 준비합니다. 수성, 유성펜의 심을 분리하여 비커에 넣고 관찰하였
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성잉크 심을 넣었을때

수성잉크 심을 넣었을때

①

녹는다

녹는다

②

녹지 않는다

녹는다

③

녹는다

녹지 않는다

④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

6-3. 아세톤은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①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한다.

③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④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다.

6-4. 여러분이 아세톤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6-5. 아세톤에 유성잉크 심과 수성잉크 심을 넣었을 때 녹는지, 녹지 않는지를 실험하고 난 후, 사용한
아세톤은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종이에 흡수시켜 태워 버린다.

6-6. 아세톤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7-1.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흰색이고 냄새가 없다.

② 투명한 색이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③ 투명한 색이고 냄새가 없다.

④ 노란색이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7-2. 묽은 수산화나트륨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겨우

①

변화가 없다

푸르게 변한다

붉게 변한다

②

붉게 변한다

변화가 없다

붉게 변한다

③

붉게 변한다

푸르게 변한다

변화가 없다

④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붉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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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①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음식 할 때 사용한다.

④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7-4. 여러분이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7-5. 리트머스 시험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묽은 수산화나트륨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후, 사용한 묽
은 수산화나트륨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산으로 중화 한 후 버린다.

7-6.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8-1. 묽은 염산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흰색이고, 냄새가 지독하다.

② 투명하고, 냄새가 없다.

③ 흰색이고, 위험하므로 냄새를 맡지 않는다.

④ 투명하고, 위험하므로 냄새를 맡지 않는다.

8-2. 묽은 염산에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경우

①

변화가 없다

푸르게 변한다

붉게 변한다

②

붉게 변한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③

붉게 변한다

푸르게 변한다

변화가 없다

④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붉게 변한다

8-3. 묽은 염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① 술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③ 약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④ 화장실 변기 때를 닦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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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여러분이 묽은 염산을 오감(눈,코,입,귀,손)을 통해서 관찰 한 결과 위험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안전하다.

② 위험하다.

③ 잘 모른다.

8-5. 리트머스 시험지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후, 사용한 묽은 염산은
어떻게 합니까?

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

② 물에 씻어 흘러 버린다.

③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아둔다.

④ 염기로 중화한 후 버린다.

8-6. 묽은 염산에 대해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웠다.

②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

③ 일반서적 및 백과사전에서 배웠다.

④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