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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suggestion for the direction of writing textbook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about ‘Adiabatic Change’ in earth science I textbooks. For this study, six textbooks were chosen

among the eight government-authorized earth science I textbooks that were in general use in schools. Based on the

researcher’s preview of the six chosen textbooks, three categories were established as a criteria for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diabatic change’: definitions, illustrations, and experiments. Thirty five preservice secondary teachers participated in

analyzing the six textbooks based on the above three categories. Each of the six books was given an alphabet from A to

F.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Textbook A was turned out as the best textbook in the category of definition,

textbook C as the best in the category of illustration, and textbook B as the best in the category of experiment about the

concept of ‘adiabatic change’. However, each of the six earth science textbooks showed an insufficient part in one way or

the oth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accurate and inappropriate information would not only make the studen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diabatic change but also lead them to some level of misconceptions. Therefore, there need to

reconstruct the contents of textbooks to be more systematic, accurate, and complete.

Keywords: definition, illustration, and experiment of adiabatic chang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preservice

teacher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지구과학 I의 단열변화 주제에 관한 교과서별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교과서 집필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8종의 고등학교 검인정 과학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많이 사

용하고 있는 6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 분석에는 전주시 소재의 교원 양성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예비교사 35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사전에 6종의 분석대상 교과서를 살핀 후, 분석관점을 단열변화에 대한

개념 정의, 단열변화에 대한 삽화, 단열변화에 대한 실험의 세 부분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후 각 범주별로 가장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단열변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교과서 A, 단열변화

에 대한 삽화는 교과서 C, 단열변화에 대한 실험은 교과서 B가 우수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6종의 교과서 모두 불완

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부정확성, 부적절성은 학생들이 단열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오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열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이고 정확하며, 완전한 내용이 담겨지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단열변화 정의, 단열변화 삽화, 단열변화 실험, 검인정 교과서,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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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을 교과

서를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개념

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학교 교

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의존도는 매우 크다(최

경희, 1996; Chian-Soong and Yager, 1997). 이에 이

러한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도

지속되어 왔다(국동식, 2003; 오원근, 2003; 최승일과

조희형, 1987; Driver, Guesne and Tiberghien, 1985).

특히 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자연 현상을 다양한 삽화나 그림, 사진 자료,

도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점으로 볼 때, 과학 학습에 있어 교과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송진웅, 1985; Bastide,

1990; Myers, 1990).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현행

교과서의 편집이나 디자인 외에도 과학 교과서의 내

용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과서를 통한 개념 습득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혜영, 2006).

특히 지구를 둘러싼 암석권, 대기권, 수권, 그리고

우주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과학 영역은, 거시적

인 현상을 교과서 안에 축소하여 나타내는 경향으로

인해 학습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에

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김희수, 1999; 채동현,

2008).

지구과학 영역 중에서도 기상학은 학생들이 일상생

활에서 매일 겪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메커

니즘이 대규모로 일어나며,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득

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거시적인 기

상현상을 교과서 안에 그림과 도표, 설명으로 표현하

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기상학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단열변화는 기상현상

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일

상의 여러 기상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바

탕이 된다. 따라서 단열 변화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고, 교과서도 이

를 돕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단열변화 개념 및 실험에 대

한 정확한 분석이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열변화 개념과 삽화, 실

험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과서가 가장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 보완하고, 더 나아

가 학생들의 올바른 단열변화 개념 습득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

는 단열변화의 개념과 삽화, 실험 내용이 타당한가?’

라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분석대상 및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전주시 소재의 교원 양성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3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제 7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지구과학 I 교

과서 6종을 대상으로, 이 교과서들 중 단열변화에 관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학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열변화에 대해 학습하

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 해당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과학교과서는 현

재 고등학교 검인정 과학교과서 총 8종 중 일선 학

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6종의 교과서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가 사전에 분석대상인 6종의 교과서를 살펴

본 후, 분석 관점을 단열변화에 대한 개념정의, 단열

변화에 대한 삽화, 단열변화에 대한 실험의 세 부분

으로 범주화하였다.

위의 세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35명의 예비교사들

에게 각각 6개의 교과서 중 단열변화 단원을 살펴보

고 비교 분석하도록 한 후, 가장 우수한 교과서를 선

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설

문지를 바탕으로 6종의 교과서를 각각 분석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우수한 교과서

선정시 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먼저, 단열변화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잘 정의되어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

다. 단열 변화의 정의에서는 단열이 열의 출입이 차

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강하면서 공기가 팽창·수축한다는 것,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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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팽창과 수축의 결과로 일어나는 온도의 변화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단열변화에 대한 삽화 분석에서는 단열

변화의 정의와 높이에 따른 공기의 변화, 밀도 변화,

내·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삽화에 잘 나타나 있는지

의 여부, 공기 덩어리의 상승과 하강을 표시하는 화

살표의 적절성, 공기 덩어리의 팽창과 압축에 따른

온도 상승과 온도 하강의 포함 여부에 대해 분석하

여 가장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수행해보고, 그 과정과 내용

이 가장 적절하게 제시된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실험의 내용은 단열변화의 정의에 따

라 외부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공기가 수축할 때

는 맑아지고, 공기가 팽창할 때는 흐려져서 구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후,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교

과서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의는 발표자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의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비디

오 녹화 및 기록되었다.

세 가지 분석 관점에 의한 연구 참가자들의 비교

분석결과를 수집하여 연구자가 6종 교과서를 1위부

터 6위까지 순위 매겼다.

연구 결과

단열변화에 대한 개념정의 부분

학생들에게 6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중

단열변화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과서를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35명의 학생 중 20명(약 57%)의 학생이 교과서 A

가 단열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 교과서 A는 단열변화를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가 주위의 공기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

서 부피 팽창 또는 압축에 따른 기온 변화를 단열

변화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정

의에 단열변화에 대한 세 가지 기준 즉, 첫째 단열이

열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

과 둘째, 공기덩어리가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기체가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것 셋째, 기체의 팽창 또는 수

축의 결과로 온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타 교과서와 달리 어려

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하

게 서술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과서 A의 정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B는 단열변화를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

기 덩어리는 외부와의 열 교환 없이 기압의 변화에

따른 부피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온도가 변하는데,

이를 단열변화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8명(약

23%)의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

는 교과서 A와 마찬가지로 단열변화의 세 가지 조건

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어떤 학

생들은 ‘기압 변화에 따른 부피의 팽창 혹은 수축’이

라는 문구가 첨가됨으로써 교과서 A에 비해 더 정확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압의 변화에 따

른 부피 팽창과 수축’이라는 문구는 잘못된 서술이

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위의 공기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 팽창 혹은 압축에 따

른 온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A와 교과서 B 모두 적절한 정의라고 대답

한 학생은 3명(약 9%)이었다. 이 학생들은 두 교과

서 모두 단열변화의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하여 서술

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교과서 C에 대해서는 0명,

교과서 D와 F에 대해서는 1명(약 3%), 교과서 E에

대해서는 2명(약 6%)의 학생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교과서 C는 단열변화를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

고 일어나는 공기의 온도변화를 단열변화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공기 덩어리의 상승 또는 하

강에 따른 기체의 팽창 혹은 수축에 관련한 내용이

Table 1. Ratio of the students choosing the textbook with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adiabatic change’

Publishing Co. Number student (%)

Textbook A 20/35(57%)

Textbook B 8/35(23%)

Textbook C 0/35(0%)

Textbook D 1/35(3%)

Textbook E 2/35(6%)

Textbook F 1/35(3%)

etc.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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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한 정의라고 생각된다.

교과서 D는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이 공기

가 팽창하거나 압축될 때 일어나는 온도변화’라고

단열변화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 정의 역시 공기 덩

어리가 상승ㆍ하강하면서 기체가 팽창ㆍ수축한다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정의라고

생각된다.

교과서 E는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공기펌프로

플라스크 내부의 공기를 압축시키면 온도가 상승하고

팽창시키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단

열변화라고 한다.’라고 실험에 근거하여 단열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를 적절하다고 대답한 학생들

은 다른 교과서에 서술된 정의들이 애매하거나(교과

서 A) 설명이 부족하거나(교과서 C) 장황하거나(교과

서 D) 혹은 실험의 결과에 대한 해석(교과서 F)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정의가 가장 잘 되었다고 그 이

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과서 역시 공기덩

어리의 상승 혹은 하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

아 단열변화에 대해 제대로 정의했다고 볼 수 없다.

교과서 F는 단열변화를 ‘어떤 원인에 의해 상승하

는 공기 덩어리는 내부 압력이 주위보다 높아 공기

가 팽창하고, 하강하는 공기덩어리는 압력이 낮아 수

축한다. 이 때 상승 또는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는 주

변 공기와 열 교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

게 주위와 열을 교환하지 않고 일어나는 기체의 부

피 변화를 단열변화라고 한다. 또한 단열변화에 의한

공기의 팽창과 수축을 각각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이

라 한다.’라고 정의한다. 타 교과의 정의에 비해 길고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이 정의는 열의 출입이 차

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부피변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 단열변화에 의한 공기의 팽창과

수축을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단열변화를 가지고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

을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열변화에 대한 삽화 부분

학생들에게 같은 교과서들의 삽화 중 단열변화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서 삽

화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단열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선

택한 교과서의 삽화는 교과서 C(Fig. 1)로 35명의 학

생 중 29명(8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학생들이

교과서 C의 삽화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기준이 되는 높이에 따른

자연 상태의 대기밀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었다. ‘대

기밀도의 변화에 따라 공기덩어리가 팽창과 수축을

하는 것을 공기 덩어리의 크기로 나타내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공기 덩어리 내부에 온도를 써 두

어 단열변화 후에 온도변화에 대해 파악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피팽창, 온도하강, 부피

압축, 온도 상승 등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놓았다. 더

불어 ‘공기덩어리의 상승과 하강을 화살표 표시하여

단열상승과 단열하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 단

열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대부분 갖

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공기덩어리 내·외부에 작용하는 압력의 방

향과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부피 팽창과 수축

시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

가한다면 보다 정확한 삽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2. Ratio of the students choosing the textbook with

the appropriate illustrations of ‘adiabatic change’

Publishing Co. Number student (%)

Textbook A 1/35(3%)

Textbook B 1/35(3%)

Textbook C 29/35(83%)

Textbook D -

Textbook E 3/35(9%)

Textbook F 0/35(0%)

etc. 1/35(3%)

Fig. 1. An illustration of textboo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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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C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보인 교

과서는 교과서 E(Fig. 2)이다(9%). 학생들은 이 교과

서의 삽화가 ‘온도변화에 따른 공기 덩어리의 상승과

하강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높이에 따른 대기

밀도를 제시해 주고 있고, 공기의 팽창과 수축을 화

살표로 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 삽화는 상승하는 공기덩어리와 하강하는 공기덩

어리에 각각 냉각과 가열이라고 잘못된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상승하는 화살표와 하강하는 화살표를 반

복적으로 제시한다거나 공기덩어리의 변화를 3단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삽화의 간결성을 고려한다면 바

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기 덩어리 내·

외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보면 내부에만 화

살표를 표시하여 나타내었는데 내·외부의 압력 모두

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과서 A(Fig. 3)와 교과서 B(Fig. 4)를 선택한 학

생은 각각 1명씩(3%)이었다. 교과서 A의 삽화가 단

열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선택한 학생은 ‘최

대한 간략하게 요점만을 정리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교과서 A의 삽화는 공기덩어리의 상승과 하강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고, 공기덩어리의 부

피팽창과 압축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으나, 밀도에

따른 부피 팽창과 압축은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

리고 공기 내·외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보

면 상승하는 공기덩어리는 내부에만,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는 외부에만 표시하였는데 내·외부 모두 화살

표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냉각

과 가열이라는 용어보다는 온도 하강과 온도 상승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교과서 B의 삽화가 단열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고 선택한 학생은 ‘높이에 따라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수록 부피가 팽창한다는 조건을 보여준다. 공기덩어

리 내·외부의 압력의 크기를 공기 덩어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에 대한 화살표를 달리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다른 교과서의 삽화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가열→온도상승, 냉각→온도하강)개념이 틀렸다’고

대답하였다.

교과서 B의 삽화는 상승하고 있는 공기덩어리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있다. 또 내·외부에 작용하는 압

력을 화살표로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그 크기가 같

게 나와 있어 내·외부의 압력을 파악하는데 문제점

이 있다. 또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기 못한 삽화라고 생각된다.

Fig. 2. An illustration of textbook E. Fig. 3. An illustration of textbook A.

Fig. 4. An illustration of textboo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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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교과서 B나 C 혹은 E를 선택한 학생과는

다르게 교과서 A와 F의 삽화가 가장 잘 되었다고 대

답한 학생(1명 (3%))도 있었는데 ‘교과서 B, C, E의

삽화에는 높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셋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제시된 높이는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의 과

정을 위해 쓰인 것인데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 기준인 듯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삽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은 A, F가 각각 제시한 단열변화에 대한 정의와 부

합하는 것 같다’고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D는 단열변화를 설명하는 삽화가 실려 있

지 않았으며 교과서 F(Fig. 5)의 삽화는 선택한 학생

이 없었다. 교과서 F의 삽화는 공기 덩어리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만을 표시하였고, 단열변화 후의 온도

변화도 알 수 없어서 바람직한 삽화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승온’과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

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단열변화에 대한 삽화에는 관련된 내용이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단열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삽화에는 열의 출입이 차단된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의 상승과 하강을 표시하는 화살

표, 고도에 따른 대기의 밀도, 공기 덩어리에 작용하

는 내부 힘 및 외부 힘, 공기덩어리의 팽창과 압축에

따른 온도상승과 온도하강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삽화는 없었지만, 학생들은 교과서 C가

그 중 가장 단열변화에 대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선택하였다. 교과서 C의 삽화를 보면 위에서 제시한

단열변화에 대한 삽화에 필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포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열변화에 대한 실험 부분

마지막으로 각 교과서에 실린 단열변화 실험을 보

고 어떤 실험이 단열변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실험인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A와 교과서 F는 실험이 제시되지 않아 응

답에서 제외되었다.

교과서 B(Fig. 6)의 실험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

생은 모두 8명(23%)으로 ‘직접 실험을 해 보니 외부

로부터의 열 출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단열 압축으로

인한 온도 상승, 당열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고 향을 피워놓아

온도가 하강하면서 향이 응결핵 역할을 하여 수증기

와 결합되는 것을 통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가락을 갑자기 떼도록

하여 실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는 점도 이 실험을

선택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모든 교과서의 실험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실험 역시 외부의 열과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문

Fig. 5. An illustration of textbook F.

Table 3. Ratio of the students choosing the textbook with

the appropriate experiments of ‘adiabatic change’

Publishing Co. Number student (%)

Textbook A -

Textbook B 8/35(23%)

Textbook C 6/35(17%)

Textbook D 7/35(20%)

Textbook E 12/35(34%)

Textbook F -

etc.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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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고무마개와 플

라스크 사이, 플라스크의 가지를 손가락으로 막은 부

분의 완벽한 압착이 힘들기 때문에 열과 외부 공기

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플라스크 가지에 맞는 크기

의 고무를 만들고 나서 구멍을 막거나 손가락으로

플라스크의 가지를 잘 막는다면 보다 확실한 단열이

될 것이라고 방법을 설명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6명(17%)의 응답자가 선택한 교과서 C(Fig. 7)의 실

험은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는 실

험보다 공기의 압축 팽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타 교과서와 달리 정리하는 내용에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 관찰과 온도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험 시 유리마개와 플라스크 사이의 압착만 충분히

제공해주면 나머지 실험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향의 연기를 이용하여 공기덩어리가 상승·

하강하면서 기체가 팽창·수축하는 현상을 잘 시각적

으로 관찰할 수 있고, 기체의 팽창과 수축 결과로 일

어나는 온도의 변화를 온도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실험 역시 유리마개와 플라스

크 사이의 완벽한 압착이 되지 않아 외부 공기의 출

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학생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압축시킨 공기를 한 번

에 외부공기와 접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과서 D(Fig. 8)의 실험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

이 공기 펌프보다 더 조작이 편하고 비교적 압축이

잘 되어 실험의 결과를 더 잘 볼 수 있다’, ‘비교적

실험도 간단했으며, 주사기를 움직일 때마다 둥근 플

라스크 안이 흐려졌다 맑아졌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

다’, ‘직접 실험해 보았을 때, B, C, F는 아예 실험자

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기가 확실히 차단되지 않아

힘들었다. 특히 F는 비커의 입구가 특히 넓어 차단되

지 않았다. 그나마 비교적 실험 D가 정상적으로 이

루어졌다’ 등이 선택한 이유로 제시되었고 모두 7명

(20%)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교과서 D의 실험은 교과서 C의 실험과 동일한 실

험으로 실험 장치는 유사하지만 실험 준비물에는 고

무마개가 제외되어 있고, 활동하기 과정에서 온도계

를 이용한 온도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의 실험과 마찬가지

로 외부 유입 공기의 차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할 수 있다.

Fig. 6. An experiment of textboo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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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 experiment of textbook C.

Fig. 8. An experiment of textboo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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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과서 E(Fig. 9)의 실험은 12명(34%)

의 학생들이 단열변화에 대한 적절한 실험이라고 응

답했다. ‘펌프를 압축시킬 때마다 향 연기의 움직임

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비교적 간단한 실험으로 단열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직접 실험을 해보니 실험

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단열변화 실험장치’를 이용

하여 외부공기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좋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은 펌프로 서서히 공기를 압착시킨

후 잠갔던 밸브를 열어서 외부공기와 접촉하도록 실

험이 구성되어 있는데,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밸브 사

이로 공기가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확실히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교과서 C와 D를 동시에 선택한 학생이

1명(3%)있었고, 적절한 실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도

1명(3%)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앞의 결과들과 달리 50% 이상

선택받은 실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열

변화 관련 실험들이 실험기구의 이음새 부분을 완전

하게 압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공기의 출입이 있

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다. 또한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의도했던 결과

가 나오지 않는 실험도 있었기 때문에 단열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이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단열변화에 대해 정의, 삽화, 실험의 세 가지 측면

을 두고 학생들에게 어느 교과서의 정의와 삽화와

실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6종의 교과서 모두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과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첫째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열변화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단열변

화의 3가지 조건이 정의 안에 모두 명확하게 내포되

어 있는가이다. 즉, 열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

어나는 변화라는 것, 공기덩어리가 상승 또는 하강하

면서 기체가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것, 기체의 팽창

이나 수축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이 온도변화라는

Fig. 9. An experiment of textboo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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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앞의 교과서

들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정의도 있

었지만 대부분 교과서의 정의들이 조건 중 어떤 것

을 제외하고 서술하고 있거나, 정의가 간결하지 못하

게 서술되어 있었다.

둘째로, 단열변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삽화’가 앞의 교과서들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교과서 C의 삽화가

가장 근접하게 단열변화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만, 공

기 덩어리 내·외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아쉬움을 담고 있다. 교과서 C의 삽화에 공

기덩어리 내·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와 방향

을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보다 완벽한 삽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삽화를 교과서에 제시할 때 간

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단열변화에 대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다.

단열변화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실험은 6종의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학생들이 응답

한 내용에도 모두 실험의 한계점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단열변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실험

이 갖춰져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실

험기구의 이음새 부분이 완전하게 압착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실험

도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학습 교재가 교과서라면

교과서는 가장 믿을만하고 정확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과서에 기술된 정의

나 삽화, 실험 등의 부정확성 혹은 부적절성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학생들은 단열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오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단열변화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완전한 내용이 담겨지도록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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