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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의 내적인 본성은 종종 그 자체가 중등학교 교

사들이 설명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과학적 현상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이나 인식

론적인 추론이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Odom, 1995; Chi, 2005; Wang, 2006; Duncan 

& Reiser, 2007; Mussell et al., 2007; Newton & 

Newton, 2007). 과학현상의 난해성은 시각적으로 관

찰하기 어려운 추상성, 시간에 따른 종속성,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과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는 복

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Chi, 2005). 이러한 현상

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종속

성과 역동성에서 정지성으로, 복합성에서 단일성으로 관

찰 가능한 형태나 의미전달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으로 기술해야 한다(Putnam, 1981). 

중등학교에서 과학개념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면과 교육학적인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이 제

기되고 있다. 과학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서는 특별한 표기 또는 기호화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Wellington & Osborne, 2001), 개념의 객관화를 

위하여 구어체 형식을 탈피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

해야하며 의인화(personification)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

다(Lemke, 1990). 중등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과학개념

을 이해하고 과학현상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과학지식의 양적인 요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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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지적발달과 논리적인 사고 향상 등 인지

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Taber, 1996). 따라서 과학 

개념의 효과적인 변화 과정은 과학적 개념의 본질과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he, 2004). 그러나 이러한 개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된 과학 용어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렵게 

들리거나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Christianson & Fisher, 1999). 때로는 과학 용어 자

체가 분명히 정의되지 않아서 과학자들 끼리, 교과서간 

또는 한 교과서 안에서도 일정하게 쓰이지 않는데, 이

것은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

게 한다(Slisko & Dykstra, 1997). 

과학교육학자들은 개념변화를 과학의 교수학습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구조로 인식하여 지난 30 여 

년 동안 학생들의 개념과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를 다

양한 이론적인 틀로 바라보았다(Duit & Treagust, 2003). 

이론적인 발전과 더불어 특정 과학 현상을 현장에 접

목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특히 과학전반

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확산, 순환과 흐름 현상

에 대한 대안개념과 개념변화를 연구해 왔다(Odom, 

1995; Odom & Barrow, 1995 & 2007; 김주현 등, 

2000; Chi, 2005; Wang, 2006; 김미영과 김희백, 2006 

& 2007; Won et al., 2007). 확산이나 순환과 같은 흐

름 현상에 대한 개념 이해는 화학이나 생물학에서 더 

큰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개념이기 때

문에 개념 확립이 중요하며(Duncan & Reiser, 2007), 

학생들이 확산에 대한 개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의 하나는 확산 현상을 눈으로 보거나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Odom & 

Barrow, 1995). 지금까지 확산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들의 오개념이나 개념 변화에 대한 것이었

으며 주로 10학년 이상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교사들의 대안개념보다 학생들의 개념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Chi et al., 1994; 조정일과 

이현욱, 1994; 김문수와 정영란, 1997; 김주현 등, 2000; 

Chi, 2005; 김미영과 김희백, 2006 & 2007; Won et 

al., 2007). 10학년 이상의 고학년에 비해 이제 막 분

자의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7학년에서 확산 개념의 이

해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 개

념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개념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국

내외적으로 드물다. 이것은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을 통

해 점차 뚜렷한 개념 변화 과정을 겪는데 비해 교사들

의 개념과 교실 수업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

렵다는 연구 결과 때문일 수 도 있다(Duit & Treagust, 

200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7학년 과학교과서의 

확산 현상에 대한 표현과 기술을 살펴보고 과학교사들

은 확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7학년 과학교과서에서 확산 현상의 정의, 예시 

및 모형은 어떻게 기술되어있는가?

둘째, 중학교 과학교사들의 확산 현상에 대한 개념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확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중학교 과

학교사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과학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22곳의 중학교에 근

무하는 과학교사들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과

학 교과서로 7학년에서 확산 현상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었다. 경력은 5년 미만인 교사가 10명, 5

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가 4명, 10년 이상 15년 미

만인 교사가 15명, 15년 이상인 교사가 17명이었다. 

전공은 물리 19명, 화학 15명, 생물 7명, 지구과학 5명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과 전공 등 교사의 변인에 

따른 분석은 하지 않았다. 교사의 인식에 대해 추가 정

보를 얻기 위해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2. 교과서 분석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1

학년 과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확

산 현상과 관련된 단원의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중학교 교과서는 9종으로 교과서의 분석에 사

용된 기호의 표기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설문지 및 자료 처리

확산 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객관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기초 단계에

서는 연구 설계와 함께 선행 연구(Westbrook & Marek, 

1991; 김문수와 정영란, 1997; 김주현 등, 2000; Won 

et al., 2007)를 참고하였으며, 확산 현상에 관하여 교

과서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어떻게 설

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확산 현상에 대한 진술 내용을 추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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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기초 단계에서 개

발된 설문지를 9명의 중학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1차 

투입하였다. 1차 투입 후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중학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2차 투입하여 총 46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의 분석은 선택형 문항의 경우에는 

같은 답을 한 응답자의 수를 전체 응답자에 대한 백분

율로 나타내었고, 답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경우와 서

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중학교 과학 교사 1인

이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같은 유형의 답을 범주화하

여 그 수를 전체 응답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유형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분석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확산 현상에 대한 중학교 과학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22개 중학교 교사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분석하

고 결론을 도출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검사 도구를 객관식 문항으로 제작하여 교사

들의 응답률을 높이고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배제하도

록 노력하였으나 반면에 교사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얻

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둘째, 설문에 응한 교사가 전체 교사를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설문과 면담에 응한 교사의 배경,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과서 분석

1) 확산 현상에 대한 정의

확산 현상의 정의는 교과서에 크게 네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되어 있다(Table 2). ‘분자들이 퍼져나가는 현

상’으로 기술된 교과서 1종(A),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

하여 주어진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기술된 

교과서 1종(D), ‘분자들이 분자운동에 의해 다른 분자

Table 1 

The textbook used in analysis.

Author Publisher, year Symbol

Wan-Ho Chung et al. Kyohaksa, 2000 A

Bong-Sang Park et al. Dongwhasa, 2000 B

Don-Hyung Choi et al. Daeil Text, 2000 C

Sungmuk Lee et al. Kum Sung Publishing, 2000 D

Chan-Jong Kim et al. Didimdol, 2000 E

Kwang Man Lee et al. Jihaksa, 2000 F

Jung Yul Kim et al. Blackbox, 2000 G

Hyunsoo So et al. Doosan, 2000 H

Man Sik Kang et al. Kyohaksa, 2000 I

Table 2 

Definition of diffusion in the textbook.

Types of explanation Text Example of description 

Spread A Molecules are simply spreading out.

Concentration H
Molecules are moving from the high concentration of the matter to the low concentration 

of the matter.

Molecular motion,

Into other media,

Spread

B

C

F

Molecules in constant motion are moving and spreading into Liquid or Gas.

G

I
Molecules in constant motion are moving and spreading into other media.

Molecular motion,

Into space,

Spread

D Molecules in constant motion are homogeneously spread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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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기술된 교과서 5종

(B, C, F, G & I),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1종(H)이고, 교

과서 1종(E)은 확산의 정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 확산 현상의 설명에 사용되는 예시

확산 현상을 주로 눈, 혀, 코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확산 현상의 설명에 사용되는 예시는 고체

-액체 상황에서는 설탕과 물을 주로 사용하였으며(A, 

B, F, G & H), 액체-액체 상황에서는 물에 잉크를 떨

어 뜨려보는 것(A, B, D, E & F), 액체-기체 상황에서

는 암모니아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하였으며(C 

& E) 기체-기체 상황에서는 공기 중으로 향수 등이 퍼

져나가는 것(B, C , D, F, G & I)을 주로 사용하였다. 

교과서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대부분 세 가지의 

예시를 사용하거나(B, C, E, F & H) 두 가지의 예시

를 사용하였고(A, D, G & I), 네 가지의 예시를 모두 

사용하여 확산 현상을 설명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김문수 등(1997)과 김주현 등(2000)의 과학 교과서 분

석 연구에 의하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에서 확산

현상을 설명하였으나, 현재는 7학년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용된 예시도 유사하였다.

3)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

미시적 관점으로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는 교과서의 비율은 55.6%이었다. 이에 대한 교

과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b)

(a) 

 . 

. (b) 

.

Fig. 1 Snapshots of diffusion when one drop of ink is 

spreading in cool and hot water(A)

Fig. 1은 처음에는 잉크 분자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물 분자와 분자운동을 통해 

섞이는 것을 보여준다. 물 분자와 잉크 분자가 모두 분

자 운동을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한 상자

마다 물 분자의 수는 7개, 잉크 분자의 수는 5개로 일

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균일하게 섞인 후에도 계속

적으로 분자 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분자

운동은 온도에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Chi, 2005). 확

산 현상을 분자들이 충돌을 통해 고르게 섞이며 퍼진

다고 서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잉크 분자들

이 물 분자 사이로 움직여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Table 3 

Examples to explain the diffusion.

Textbook

Types 
A B C D E F G H I

Solid-Liquid 

Sugar-Water

I2-Alcohol

KMnO4-Water

Coffee-Water

Food colouring-Water

Liquid-Liquid 

Ink-Water

Acetic acid-Water

Acetic acid-Water(BTB)

Liquid-Gas 
NH3-Cellophane paper-Phenolphthalein solution

NH3-Phenolphthalein 

Gas-Gas 
Perfume-Air

HCl, NH3-Air  

Number of example types 2 3 3 2 3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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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F) 

. 

 .

(H) 

 . 

.

Fig. 2 Description of diffusion when sugar molecules are 

spreading in water (C, F & H)

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끼어들기’와 같

은 오개념을 유발할 수도 있다.

Fig. 2와 같은 확산 모형은 물 분자나 알코올 분자

는 움직이지 않고 설탕 분자나 요오드 분자들만이 물 

분자나 알코올 분자 사이로 끼어들어가 골고루 섞이는 

것처럼 보이고, C와 H교과서에는 설탕과 요오드 분자

들이 물이나 알코올 분자사이로 이동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은 용질분자가 용매분자 사이로 

퍼져나가 균일한 용액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종류의 분자들이 다른 종류의 분자들 사이로 ‘끼어

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물 분자나 알코올 

분자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설탕이나 요오드 등 용질 

분자들만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면 멈

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 수도 있다(김주현 등, 

2000; Chi, 2005). 실제로는 용질 분자들과 마찬가지

로 용매 분자들도 농도 차에 의해 고농도에서 저농도

로 역으로 움직이고 있고, 두 분자들의 끊임없는 움직

임과 충돌에 의해 섞이게 되는 것이다(Chi, 2005). 따

라서 이 모형은 용해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비

슷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김주현 등, 2000). 

Fig. 3과 Fig. 4는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분자운동

에 의해 ‘퍼져나가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은 공기를 이루는 분자들이 나타나 있지 않거

나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질소와 산소분자들에 대한 설

명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분출(effusion)

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김주현 등, 2000). Fig. 3의 향

수가 확산되는 모형은 향수 분자가 증발한 다음에 공

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증발 개념과 확산 개념이 

. 

.

Fig. 3 Description of diffusion when perfume is spreading 

in air(F)

.

Fig. 4 Model of molecular diffusion(I)

섞여 있는 모형이다.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

질 수 있는 거시 세계를 분자나 원자의 미시 세계로 연

결시키는 개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논

리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주제로 인식되며(Johnstone, 

2000), 이와 같은 적절하지 못한 모형의 사용과 설명

은 과학개념과 모형을 혼동하거나 새로운 오개념을 유

발하는 등 모형의 사용이 오히려 과학 개념의 이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Harrison & Treagust, 1993).

2. 교사들의 확산 현상에 대한 이해

교사들의 설문은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확산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 3개, 확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문항 1개,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

용하는 그림 유형에 대한 문항 1개, 확산 현상의 예시 

문항 1개, 진공 중으로의 퍼짐에 관한 문항 1개, 확산

을 정의할 때 포함되어야할 과학적 용어에 관한 문항 

1개 등으로 되어있다. 마지막 문항은 앞 문항에서 선택

한 과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확산의 정의를 직접 쓰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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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산의 정의

확산의 정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교과서에 정의된 확산을 기술한 후 그 중

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해당되는 것이 없을 때는 기타에 직접 기술하도

록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의 확산 현상에 대한 

인식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71.7%의 교사가 55.6%

의 교과서(B, C, F, G & I -Table 2)에 정의된 것처럼 

확산은 ‘분자들이 분자운동에 의해 액체나 기체 속으

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선택하였고, 교과서 D에 

정의되어 있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이동

하는 현상’은 6.5%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대부분은 확산 현상을 

‘분자들이 분자운동에 의해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농도차로 확산을 설명하

는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났는데 면담에서도 이와 유

사하였다. 즉 설문조사 결과(89.1%)와 유사하게 교사 

5명 모두 확산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분자운동과 퍼

져나가는 현상을 사용하였고 매질 속으로 3명, 농도차

를 이용한 설명은 1명이었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확산 현상을 정의할 때 농도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A~D교사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4명의 교사들 모

두 확산의 정의에서는 농도 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

지 않았으나,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농도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자들이 많

은 곳에서 없는 곳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Table 4 

Teachers' conceptions about definition of diffusion through 

questionnaire. 

Teachers' conceptions
Teacher's 

response(%)

Spread  4.3

Concentration  6.5

Molecular motion, Into other media, Spread 71.7

Molecular motion, Into space, Spread 17.4

Table 5 

Teachers' definition of diffusion through interviewing.

Teacher
Molecular 

motion

Into other 

media
Spread Concentration

A

B

C

D

E

로 퍼져 나간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고 있었다. 

충돌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A~E교사

와 면담한 결과이다. 

A :

. .

B : . 

. 

C :

.

D :

.

E : . 

.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는 물체의 분자운동을 설

명하기 위한 예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

발과 확산 현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확산 현상의 관찰

을 통하여 분자운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확산 현상을 분자운동만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것을 강조하여 설

명한다. 하지만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은 규칙적인 운동(constant motion)을 하고 있

고,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서 이러한 운동이 분

자들이 많은 곳(고농도)에서 적은 곳(저농도)로 퍼져나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한

다(Chi, 2005). 면담 결과 분자들의 충돌이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는 교사는 2명(A, D)이었고 2

명(B, E)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명은 분자들

의 끊임없는 충돌이 분자운동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

기보다는 충돌로 인해 확산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 충돌 현상을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7.4%였다. 

확산 현상은 퍼져나가는 물질과 매질 모두의 분자운

동에 의해 서로 충돌하면서 퍼지는 엔트로피의 증가에 

의한 자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확산 현상은 농도차가 

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는 분

자운동과 농도차가 있을 때 농도가 균일해지려는 방향

으로 입자들이 이동한다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조정일과 이현욱, 1994).

2) 확산 현상의 원인

확산 현상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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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 현상의 원인에 대

한 설명(Table 6)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원

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때는 기타에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응답(56.5%)

이 가장 많았고 농도 차에 의해서 10.9%, 두 종류의 분

자가 서로 부딪쳐 고르게 섞이기 때문에(충돌) 17.4%, 

잉크 분자가 물 분자 사이로 움직여 이동하기 때문이

라는 끼어들기와 같은 오개념도 13.0%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다수

의 교사(56.5%)가 단순히 분자운동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

다. A교사는 분자운동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골

고루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데 분자운동 이

외에도 농도차가 있어야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아니라 한 가

지 물질인 경우에도 물질이 골고루 되려고 하는 현상 

즉, 농도가 일정하게 되려는 현상이 확산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B교사는 교사 자신은 농도차가 있어야 확산이 

일어남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분자운동만으

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확산이 일어나는 원

인을 분자운동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C교사

는 확산의 원인을 분자운동이라고 하였고 중학교 1학

년이므로 농도 차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D교사

는 확산의 원인으로 분자운동이 가능해야 할 것과 평

형상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어떤 과정

을 통해서 평형상태가 되느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형상태가 되기 위해서’, ‘농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설명하였다. E교사

는 분자운동과 농도차를 확산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은 분자운동이 “분자들의 끊임없는 운동과 충돌”이라

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확산 현상 모형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모형 중에서 확산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고 생각되는 모형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해당되는 것이 없을 때는 기타에 직접 서술하

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예로서 Fig. 1(41.3%)을 선호

하였고 후각적인 예로서 Fig. 3(23.9%)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이유로는 Fig. 1은 잉크와 물 분자의 운동이 잘 

나타나 있고, Fig. 3은 기체의 확산이 학생들에게 설명

하기 쉽고 스스로 운동하여 퍼지는 현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Fig. 2의 모형(23.9%)

을 선택한 이유로는 고르게 섞이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는 과정이 나타나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는 10.9%였다.

용해나 분출로 생각할 수 있는 Fig. 2와 Fig. 3에 대

해서 각각 23.9%의 교사들이 선택하였는데, 이 두 모

형은 과학적 개념의 표현이 부족하고 다른 개념과 섞

여 있는 모형이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의 부족이나 혼돈이 있더라도 간

단하게 7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Lombrozo & Carey, 2006)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면담에서 Fig. 2를 선택한 교사는 2명이었고 용해 

모형과 같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용해 모형과 비

슷하며 용해와 확산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다고 하였다. 

면담한 교사 중에서 Fig. 3을 선택한 교사는 없었다. 

A : Fig. 2 , 

. 

: ?

A : . 

B : Fig. 1 , 

. 

Table 6 

Cause of diffusion.

Types of explanation Example of description Teacher's response(%)
*

Molecular motion molecules move continuously 56.5

Moving into space
Ink molecules moving and spreading into water

(while the water molecules stay in place)
13.0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 of the matter

The sugar molecules move from the high concentration 

to the low concentration
10.9

Collision 

Molecules are in constant motion, 

colliding continuously with one another

This motion causes the molecules to spread out

17.4

*Other minor responses a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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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Fig. 2

: ?

C : . . 

.

D : Fig. 1 , 

.

E : Fig. 1 , Fig. 2 Fig. 3

. Fig. 1

.

4) 확산 현상의 예시

교과서에 서술된 확산 현상의 예시 중에서 확산 현

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예시를 고르고 이유를 

서술하는 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멀리서도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예시(Gas-Gas)

는 66.7%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고 54.3%의 교사가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

을 잘 알 수 있고 주어진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잘 

나타내주며 쉽게 경험 가능함을 들었다. 물에 잉크를 

넣고 퍼져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예시(Liquid-Liquid)

는 55.6%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고 23.9%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이유는 학생들에게 친숙하여 학생들이 이

해하기가 쉽고 눈으로 쉽게 관찰이 가능하며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에 설탕을 넣고 퍼져나

가는 것을 관찰하는 예시(Solid-Liquid)는 55.6%의 교

과서에 기술되어 있고 6.5%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이

유는 확산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기타 의견은 15.2%로 그 중에서 잉크 상황과 향수 

상황을 함께 선택한 경우는 8.7%, 예시가 많을수록 학

생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예시를 선

택한다가 4.3%였다. 

면담 결과도 설문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잉크

나 향수처럼 시각적, 후각적 요소가 들어 있고 일상적

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쉽게 이해되는 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교사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

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Table 7 

Examples to explain the diffusion. 

Examples Teacher's response(%)

Gas-Gas 54.3

Liquid-Liquid 23.9

Solid-Solid  6.5

Others 15.2

5) 진공에서 분자의 퍼짐

진공에서 분자들의 퍼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

면 89.1%의 교사들이 진공에서 분자의 분출을 확산으

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틀리다’를 선택한 교사는 

10.9%였는데, 진공으로의 퍼짐이 확산이 아니라는 정

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그중에서도 5.5%에 

불과했다. 확산은 섞이는 두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진

공 중에서 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이 아니

라 분출이다. 교과서 중에는 공기보다 진공에서 확산이 

더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설명은 

확산과 분출 개념의 혼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담 결

과 5명의 교사 모두 진공으로의 퍼짐도 확산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고 1명의 교사는 교과서에서 진공 중에서 

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도 확산이라고 설명하고 있

기 때문에 확산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6) 확산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과학 용어

확산 현상을 정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확산 

현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선택한 과학적 용어는 분자운

동(43) > 퍼진다(33) > 끊임없이(20) > 농도차(13) > 

섞인다(11) > 충돌(7) 순 이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확산이란 분자들이 끊임없는 분자운동을 통

해 퍼지는 현상’이라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7) 확산의 정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류

확산 현상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유형 수준을 West-

brook과 Marek(1991)이 확산 개념의 이해 정도의 판

단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표를 응용하여 Table 

8과 같이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교사들에게 6)에서 선택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확산 

현상의 정의를 직접 서술하도록 한 후 교사들의 응답

을 이해 유형 수준별로 분류하였다(Table 9).

확산의 정의에서 CU/SU로 분류된 34.7%의 교사는 

확산 현상을 정확하게 또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농도 차와 분자운동(constant motion, They 

collide continuously)을 언급한 교사를 CU로 분류하

였고 농도차, 분자운동(constant motion)을 언급하였으

나 분자들의 상호작용(They collide continuously)을 언

급하지 않은 교사들은 SU로 분류하였다. 60.9%의 교

사들은 PU 반응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농도차를 언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PU 반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교사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확산의 정의에 대한 개

념이 처음과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정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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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requencies of levels of understanding about the definition 

of diffusion (N/%). 

Levels of understanding 

CU/SU PU PS/SM N

16(34.7) 28(60.9) 2(4.3) 0(0.0)

CU/SU: Complete or Sound Understanding PU: Partial Understanding, 

PS/SM: Partial Understanding with Specific Misconception or Specific 

Misconception, N: No Understanding.

A : . 

.

B :

C :

D :

E :

확산 현상을 정의할 때는 분자운동뿐 아니라 입자들

이 농도 차이가 날 때 균일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는 개념과 분자들의 끊임없는 운동과 충돌에 의해서 일

어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교사는 처음에 정

의한 것과 달리 농도차를 추가하여 정의하였는데 면담

하는 과정에서 농도의 차이가 확산 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B, D

교사는 액체나 기체 속으로 대신에 주어진 공간으로 퍼

져나간다고 정의하였다. A교사는 농도 차나 충돌 개념 

없이 분자 운동으로 인해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

였고, E교사는 농도 차와 분자운동을 언급하여 처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8) 확산, 용해, 분출의 차이점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모형이나 예시 중에는 확산 현상과 용해, 분출의 개념

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 설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확산과 용해, 분출의 

차이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A :

, , 

, 

. 

. 

.

B : , 

. 

? . 

C : . ? 

. 

?

D :

, 

100% , 

. 

, .

E : . 

. 

.

확산과 용해 현상은 거시적 수준에서 현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인다는 공통점이 있고 

미시적인 입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으면 확산 현상을 

용해 현상과 혼동할 수 있다(노태희 등, 1996). 교과서

에 제시된 설탕이 물에 퍼지는 것과 같은 거시적 관점

에서의 예시에서는 이러한 개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

기 어렵다. 어떤 현상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

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용해는 분자사이의 인력 개념으로 설명되

어야 하며, 확산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인 섞임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설탕이 물에 

Table 8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teacher's responses to the diffusion.

Level of understanding Teacher's response

CU(Complete Understanding) Theoretical, scientific view of the concept

SU(Sound Understanding)
Complete, but not molecular in nature (molecular interaction) 

Non incorrect information

PU(Partial Understanding)
Contains part, but not all

Non incorrect information

PS(Partial Understanding with Specific 

Misconception)
Contains collect information, but also indicates a misunderstanding 

SM(Specific Misconception) Indicates a complete misunderstanding 

NU(No Understanding) N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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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된 후에 확산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술하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확산은 섞이는 두 물질

에 대한 개념으로 진공 중에서 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이 아니라 분출이다(김주현 등, 2000).

9) 교과서 

설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면담을 통해 교과

서의 정의, 설명 및 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족

하다면 좀 더 추가하여 가르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면담한 교사들은 교과서

에 제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교과서 수준

으로 가르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다른 교과

서나 교사용지도서, 자습서 등을 참고하여 가르친다고 

하였다. B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으나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로서 교과서는 검증

된 자료니까 수용하여 가르친다고 하였다. C교사는 교

과서에 제시된 확산 현상과 용해의 모형이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어렵고 구분하여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E교사는 교과서의 예 중에서 설탕이 물에 

녹아들어가는 것은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 현상에 대한 예시의 대부분은 

한 가지 개념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주로 분자운동의 관점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또

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개념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술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는 교

과서의 서술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일관성 

있는 개념 형성을 방해하므로 교과서에서의 올바른 개

념 정립이 중요하다(강대훈 등, 2000; 허미연 등, 2008). 

Yager(1983)에 따르면 북미에서도 과학교사들이 교수

활동을 할 때 과학교과 내용이나 실험에 대한 정보원

으로 교과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전적으로 교과서에 따르는 교수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과학개념에 대한 정확한 표현, 예시 및 모

형을 갖춘 교과서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의 정의와 확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시, 

모형을 분석하고, 중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확산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

한 교사들의 인식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

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확산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교과서의 확산 현상을 설명

하는 내용이나 모형 중에는 부적절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개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확산의 정의는 다수의 교과서에 분자들이 분자운동

에 의해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기

술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교과서의 정의와 유사

한 정의를 선택하였다. 또한 확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필요한 용어의 선택에서도 ‘분자운동’, ‘퍼진다’, ‘끊

임없이’ 등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확산을 정의하기 위

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의 농도차도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교과서와 교사들은 확산을 정의할 때 중요한 개념

인 농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분자운동만으로 확산을 정

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서 확산 개념이 주로 분자운동의 관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산 현상을 정의할 때

는 분자운동과 더불어 농도차가 있을 때 농도가 균일

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관점도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서 확산 현상의 예시와 

모형은 분자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자

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잉크의 

퍼짐과 같이 눈으로 보거나 고체 설탕을 물에 녹여 설

탕물을 맛본다거나 향수 냄새를 맡게 하는 등의 거시

적 현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시와 모형 중에는 확

산 현상과 용해, 증발, 분출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교과서의 시각은 설문조사와 면

담 결과 교사의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교사들의 확산 현상에 대한 이해는 교과서의 경향과 비

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조사와 면담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확산, 용해, 분출, 증발 등 다른 개념이 

섞여 있을 경우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어떤 현상에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섞여 있을 경우에

는 그 단원에서 배우는 한 가지 개념만을 주로 가르치

고 있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사들은 개념이 섞여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의 확산 현상에 대한 개념은 교

과서의 시각과 유사하였으며 많은 부분 교과서의 영향

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고, 교사들은 확산 현상에 대하

여 정확한 개념을 갖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형

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교과서는 교사의 개념의 부족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



7학년 교과서의 확산현상 기술에 대한 분석과 과학교사들의 확산개념에 대한 이해도 조사  393

사들이 먼저 명확하고 올바른 과학 개념을 갖고, 적절

한 모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설명방식에 의해 지도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주요한 지식 정보의 근원이 되

는 교과서의 내용이 중요하다(Yager, 1983; 김문수와 

정영란, 1997; 허미연 등, 2008). 따라서 교사와 학생

들이 보다 정확하게 분자 운동에 의한 확산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명확하고 충분

한 개념 설명이 교과서에 필요하며 적절한 모형의 개

발과 교육내용의 구성 등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과서의 지면은 한

정되어 있고, 한 단원에 한 가지 주제로 많은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개

념을 형성하고 대안개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정확한 서술과 적절한 모형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많은 내용을 교사용지

도서에 자세하고 명확하게 서술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더불어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확산과 

같은 개념에 대한 설명 유형을 분석하고 학생들과 교

사들은 어떤 설명 유형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이러한 분석 결과로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학개념

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확산 현상에 대한 7학년 과학교과서

의 기술을 분석하고, 중학교 과학 교사들의 확산 개념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데이터는 교과서 분석, 46

명의 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얻어졌다. 확산의 정의, 예시 및 모형

에 대한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표현들이 물

속에서 잉크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나 공기 중에서 향수 

냄새 맡기와 같이 거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또한 

확산의 정의나 설명이 너무 축약적이어서 교사들이 물

질과 매질의 충돌과 같은 미시적인 개념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는 개념을 이해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웠고, 확

산 현상의 정의에서 농도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설문조사와 면담 분석 결과 예시나 모형은 과학교사들

로 하여금 용해, 분출 그리고 증발과 같은 개념과 혼동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확산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교과서에 매우 의존적이고 개념

의 이해 수준 또한 교과서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주요어 : 확산 현상, 과학교사, 교과서 분석, 개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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