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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and textbooks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to know how the contents on particulate concept of matter is introduced and 
expressed. In Korea, particulate concept of matter was adopted as a term for ‘molecules’ in the 3rd through 6th 
curriculum, and the term for ‘particles’ was adopt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NGSS 
adopted the term ‘particle’ in fifth grade. Japan presented the concept of ‘particle’ as a core concept of matter 
in the commentary, and the expressions ‘particles’ were being introduced in the textbooks. But it did not cover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in Singapore. An analysis of elementary textbook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cept Singapore showed particulate expressions in ‘dissolution’, ‘state 
change of water’, ‘gas pressure and volume’, ‘combustion and extinguishment’ units. Korean textbook was only 
being introduced in ‘dissolution’ and ‘gas pressure and volume’, but in the textbook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ater was expressed as particles in ‘state change of water’ unit. Discussion and implication on the 
introduction of particulate concept to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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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육과정은 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마칠 때

까지 요구되는 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의 학습 지도에 필요한 연한과 학습 시간 배당 등

에 대한 계획으로(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특별히 국가교육과
정은 한 국가의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

하는 청사진이자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근간을 이

룬다. 국가교육과정은 학생과 사회의 변화하는 요

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

토를 거쳐 개정되어 왔다(Park et al., 2012).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표
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또다시 6년이 지난 후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는 등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교육과

정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개

편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

성과 검토가 부족한 상태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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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여러 차례의 과학교육과정 개편에서 다

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특히 물질 영역에서 이슈

중 하나는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 시기에 관
한 것이다. Yoon et al.(2009)은 교육 내용의 국제
비교연구를 통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
교 ‘과학’에서 ‘입자’ 개념이 없는 것을 차이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입자적 관점을 초등학교에 도입하였다. 하
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 조작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용해 현상과 기체가 입자로 이

루어졌음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입자적

관점의 설명 없이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수준

으로 내용을 적정화하였다(Jang et al., 2015).
대부분의 화학 개념이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개

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질의 입자

개념은 후속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입자 개념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원자나 분자 같은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고를 하
는 많은 학생들은 입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

워하거나(Adbo & Taber, 2009), 관찰 현상을 입자
개념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을 갖기 쉽다

(Herron, 1996; Park et al., 2010). 따라서 미시 세계
의 입자에 의한 화학적 표현법과 같이 학습자가 직

접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자에게 가

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각적 상상력이나 유

추적 사고를 통해 그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Kim, 2000).
Anderson and Berkheimer(1988)는 구체적 조작기

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학습에서

탐구 활동과 언어의 사용만으로는 물질 개념을 올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물질의 입자성이 강조된 영상적 표현을 통해 미시

세계의 현상을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개

념을 효과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다수의 연구자들 역시 초등학교에서 물질

에 대한 입자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연구들을 통해,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동적 자료, 
귀추적 추론 모형 등을 적용한 교수방법이 초등학

생의 물질의 입자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Kim, 2000; Park & Kim, 2001; Park & Paik, 
2004; Kim, 2017). 즉, 물질의 입자개념이 이해의 어

려움이 있긴 하지만,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통해 입
자개념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2015 개정 교육

과정 내용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 도입을 삭제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를 바

탕으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Sung and Noh(2017)
에 의하면, 2009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서 제시된 입자적 관점의 도입 효과는 매우 긍정적

이었다. 대부분의 5학년과 6학년의 초등학생들이

입자적 관점이 포함된 단원의 학습 후, 물질에 대
한 입자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 효과가 지속되었고, 학습하지 않은 다
른 상태의 물질에도 입자적 관점이 전이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조작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용해 현상과 기체가 입자로 이루어졌음

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2015 개정 교육과
정 내용에서 물질의 입자성의 도입을 삭제한 의사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질의 입자개념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

로, 어느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사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

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초등에 도입하는 것의

적절성의 여부를 재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 중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제적인 비

교를 통해 입자적 관점의 도입 시기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변천에서 초등학교에서

입자 개념의 도입 역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

점과 관련된 국제 비교 연구는 한국, 영국, 미국, 일
본, 핀란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Kim & 
Kim, 2005; Kim & Kim, 2012)가 있었으나, 교육과
정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

질의 입자적 관점이 기술되고 표현되었는지에 대

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입자
적 표현 관점에서 여러 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과서를 연계하여 비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교
육과정 개발과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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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z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s and textbooks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한국

2차 과학과 교육과정 (1963) 5-1 과학 (2009 개정) (2015)

3차 과학과 교육과정 (1973) 5-2 과학 (2009 개정) (2015)

4차 과학과 교육과정 (1981) 6-1 과학 (2009 개정) (2015)

5차 과학과 교육과정 (1987) 6-2 과학 (2009 개정) (2015)

6차 과학과 교육과정 (1992)

7차 과학과 교육과정 (1997)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007)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01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015)

미국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2006) HSP Science 1∼6 (2009)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1996)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2012)

일본

소학교학습지도요령안 (2008, 2013, 2017)
중학교학습지도요령안 (2008)
소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2010, 2017)

新しい 理科 3 (2013), 新しい 理科 4 (2013) 
新しい 理科 5 (2013), 新しい 理科 6 (2013) 

たのしい 理科 3 (2013), 
たのしい 理科 4-1 (2013), たのしい 理科 4-2 (2013) 
たのしい 理科 5-1 (2013), たのしい 理科 5-2 (2013) 
たのしい 理科 6-1 (2013), たのしい 理科 6-2 (2013) 

싱가포르

Science (Primary) Syllabus (2014) I-science 3&4 (system) (2013)

Science (Lower Secondary – Express / Normal 
(Academic)) Syllabus (2013)

I-science 3&4 (cycles) (2013)

I-science 3&4 (diversity) (2013)

I-science 3&4 (interaction) (2013)

I-science 3&4 (energy) (2013)

I-science 5&6 (system) (2013)

I-science 5&6 (cycles) (2013)

I-science 5&6 (interaction) (2013)

I-science 5&6 (energy) (2013)

하고자 한다. 특히 입자적 개념을 어느 시기에, 어
떠한 과학적 내용을 설명할 때 도입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술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개정 시기별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어

떻게 도입하고 있는가?
둘째, 다른 나라의 현행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어떻게 도입

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물질의 입자적 관점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분석은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최근에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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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분석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9 개정 교
육과정 시기에 제작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에 대한 국제 교육과

정 비교를 위해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현행 교
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국제 사회
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가장 가깝고 역사적인 연관이 많은 나라라는 점에

서, 싱가포르는 최근 TIMSS(the Trends in Interna-
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높은 순위
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경우 각국의 홈페
이지 및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kice.re. 
kr/), 한국 교과서연구재단(http://www.textbook.ac)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최신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교육과정은 과학적 소양을 위한 표준(Bench-
marks for science literacy, 이하 Benchmarks)의 경우
단행본과 웹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이는 Bench-
marks가 1996년 판과 이를 수정한 2006년판으로 제
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었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국가과학교육기준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이하 NSES)과
2013년 5월 미국연구평의회(NRC)에서 발표한 차세
대 과학교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이하 NGSS) 단행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교과서는 Harcourt 출판사의 과학교과서 6

권을 선정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검인정 교
과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경서적

의 新しい 理科(새로운 이과, 이하 A 교과서) 4권과
대일본도서주식회사의 たのしい 理科(즐거운 이과, 
이하 B 교과서) 7권을 분석하였다. 싱가포르 교과
서는 Marchall Cavendish Educator 출판사에서 발간
하였으며,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
과학교과서 I-science 9권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교
과서는 입자적 관점이 도입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

는 2009 개정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국정교과서인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가 각 나라에서 많
이 사용되는 교과서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 과학

수업 내용과 방법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NGSS에 따라 집필된 교과
서가 아니라 NSES의 지침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이
고, 특성상 출판사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과 표현방

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연구 분석에서의 제한

점이 될 수 있다.

2. 분석 방법

교육과정의 분석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입자 관련 표현이 나타나는 진술문을 찾

고, 입자적 관점이 처음 제시된 학년, 그리고, 입자
적 관점을 위해 사용된 용어(예를 들어 분자, 입자, 
원자 등), 입자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입자적 관점
이 사용된 현상 또는 맥락(확산, 기체의 부피 등) 
등을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분석은 우선 입자적 관
점이 제시된 단원명을 분석하고, 입자개념이 제시
된 부분에 대하여 입자적 관점으로 설명이 도입된

현상 또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입자적 관점으로 설명된 맥락은 크게

용해, 물의 상태변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연소와
소화 등이었으며, 이러한 개념의 설명에서 입자 관
점으로 어떻게 현상이 진술되고 삽화가 제시되는

지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맥락에서 사용
되는 입자 관련 용어를 분석하고, 사용된 예시 물
질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과학교육
연구자 1인과 과학교육 박사과정인 초등교사 1인
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물질의 입자

적 관점 관련 내용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물질의 입자

적 관점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
육과정은 시대에 따라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물
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에도 변화가 있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에서 물질의 입자성

관련 내용을 도입한 교육과정은 3차, 4차, 5차, 6차
와 2009 개정 시기이다. 7차와 2007 개정에서는 물
질에 대한 입자적 관점이 중학교 과정부터 도입이

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에서
도입된 내용이 다시 배제되었다. 입자성이 도입된
전반부의 3차에서 6차 시기에는 ‘분자’라는 단원이
존재하고, ‘분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고, ‘분자’를 직접 다루는 단원이 없이, ‘용해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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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xpression of particulate concept in Korea’s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교육 과정 학년 용어 개념설명
맥락

용해 확산 증발 승화 기체 부피 분자 간격

1차

2차

3차 5 분자 분자 정의 √ √

4차 5 분자 분자 존재, 분자 운동 √ √

5차 6 분자 분자 존재, 분자 운동 √ √ √

6차 6 분자 분자 크기, 분자 운동 √ √ √ √ √ √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5∼6 입자 입자 존재 √ √ √

2015 개정

액’,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
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3차, 
4차에서는 5학년, 5차와 6차에서는 6학년, 2009 개
정에서는 5학년과 6학년에 걸쳐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진술문을 보면, 3차 시기에는

‘분자는 물질의 한 기본단위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
킨다.’로 교육과정 내용에서 분자의 정의를 이해하
는 것이 학습 내용이라면, 4차와 5차에서는 ‘용해
및 확산 현상을 관찰하여 분자의 존재와 분자의 운

동을 추리할 수 있게 한다.’로 진술되어 ‘분자 존재’
와 ‘분자 운동’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6
차 시기에는 ‘용해와 확산 현상 등을 통하여 분자
의 크기를 이해하고……’로 ‘분자 크기’와 ‘분자 운
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3차에서는 물질을 구성
하고 있는 기본 입자로서의 분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의도였다면 4차, 5차, 6차의 경우, 물
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인 분자로 이루어

져 있다는 것과 이 입자의 존재는 거시적인 현상인

용해나 확산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4차에서 6차로 갈수록 입자 개
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맥락이 초기의 용해와 확

산 현상에서 상태 변화와 기체 부피 변화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된 것을 볼 수 있다. 6차에서
입자성과 관련되어 다루는 학습내용과 탐구활동이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 증가가 다음

시기의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차
까지의 물질의 입자적 관점에 대한 내용인‘분자’와
‘분자 운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중
학교 과정으로 이동하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물
질의 입자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과

관련된 진술이 처음 제시되는 것은 7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으로, ‘기화, 액화, 응고, 융해, 
승화’와 같은 여러 가지 상태 변화와 이 때 나타나
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이로부터 물질은
분자라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

한다.’라고 제시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도 이
와 유사하다. 이는 ‘분자’와 ‘분자 운동’, 그리고 이
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초등 수준에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

정과는 달리 물질의 구성 입자로서의 ‘분자’ 개념
의 도입이 아니라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여 ‘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 물질의 용해 현상이나 고무풍선

의 크기가 줄어드는 까닭, 기체가 공간을 채우는

원리,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등을 설명하
는 맥락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용해 현상을 입자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기체가
입자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기체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압력과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입자간
거리 변화로 이해한다.’ 등과 같이 현상을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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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xpression of particulate concept in national science curriculum of USA, Japan, and Singapore

국가 학년 용어 개념설명 맥락

미국

NSES 5∼8 particles, atoms
molecules 입자의 존재

원소, 화합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 가능

Benchmarks

3∼5 parts 입자의 존재

6∼8 atoms
molecules

물질 구성 입자

(원자, 분자)

NGSS 5 particles 입자의 크기, 운동 용해, 기체의 부피변화

일본

교육과정 8 atom
molecule

물질 구성

(원자, 분자)
물질 분해, 화학반응,

산, 염기

교육과정 해설 3∼6 particle(粒子) 입자의 존재, 입자의 보존성, 
입자의 결합, 입자의 에너지

기체의 부피변화, 용해,
연소, 상태변화

싱가포르 7∼9

particle 입자의 크기, 운동 물질의 상태, 팽창과 수축, 질량 보존

atom
molecules

원자 모형,
분자 모형

상대적 크기 비교,
원자와 분자 비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입자에 대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는 주로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

갱이인 분자를 다루지만 분자라는 용어 대신 ‘입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학교 1∼3학년 군에서
‘분자’와 ‘원자’ 용어를 사용하여 입자 개념을 확대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최신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수준으로 회귀하
여 초등과학교육과정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제시되

지 않으며, 중학교 1∼3학년 군에서 처음으로 다루
게 된다.
이상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에

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을 정리하면 3차에서
6차까지는 입자적 개념이 분자와 분자 운동을 다루
면서 학습내용이 많아지는 추세였던 것에 반해 최

근에는 학습내용의 경감 측면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기체의 성질이나 용해와 관

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입자’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학습내용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

으면서 중학교 과정에서 분자나 원자의 개념을 학

습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교육과정에 나타난

물질의 입자성 관련 내용 분석

다른 나라의 과학교육과정에서는 물질의 입자적

관점 관련 내용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도입하는지

를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국가수준 과학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물질의 입자성이 명시적
으로 제시되기 시작하는 학년이 초등학교에 해당

되며, 입자, 원자, 분자 등 다양한 수준의 용어들이
함께 제시되는 것에 반해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급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와 분자 용어
로 도입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분자가 매우 작은

입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분자 크기에 대한 개념 설

명, 그리고, 물질의 구성 입자로서의 원자와 분자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1996년에 발표된 미국의 NSES의 경

우에는 5∼8학년에서 물질의 특성을 다룰 때 물질
을 입자개념을 도입할 수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성취기준 도입부에 ‘순물질과 화합물의 특성을 설
명하기 위해 원자와 분자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진술되
어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NSES, 1996). 물질
의 구성 입자를 직접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밀도, 끓는점, 용해도 등 순물질의 특성을
알아보고, 순물질들의 섞음으로 만들어지는 혼합

물, 화학적으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질로서의 화
합물, 일반 실험실에서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화학적 원소를 다루는 과정에서 물질의 입자 개념

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개정된 Benchmarks의 경우에는 6∼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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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물질의 구성입자로서 원자나 분자를 학습

하기 전에 초등학교 3∼5학년에서 ‘물질은 너무 작
아서 확대 없이 볼 수 없는 부분들(parts)로 이루어
져 있다’로 물질의 입자적인 성질을 도입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NGSS에도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물질의 입자성이 도입이 되는데, 
‘학생들은 모형을 통해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NGSS, 2012). 구체적인 활동 예시로
는 공기를 넣어 농구공을 팽창시키기, 주사기에 들
어 있는 공기 압축시키기, 설탕물을 물에 용해시키
기 등을 입자 모델로 설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압력에 따
른 기체의 부피 변화, 용해 등의 현상을 물질의 입
자적인 성질을 도입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과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인 소학교 학습지도

요령(2008)에는 ‘입자’나 ‘분자’, ‘원자’ 등 물질의

입자적 관점이 도입된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중학교 1학년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 금
속과 비금속의 차이를 설명할 때, 용해, 용해도, 재
결정을 가르칠 때 입자의 모델과 관련지어 다루도

록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화학변화와 원
자․분자’ 단원에서 ‘물질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원자는 기호로 나타냄을
이해한다(The ministry of Education & Sciecne Tech-
nology, 2008).’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해설서
를 살펴보면 ‘ “입자”라는 과학의 기본 개념 등은
더욱 “입자의 존재”, “입자의 결합”, “입자의 보존
성”,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로 진술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의 ‘물질’ 내용을 ‘입자’를 골자로 구성하
여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학년의 ‘물질과
무게’는 ‘입자의 보존성’으로, ‘공기의 부피변화’는
‘입자의 존재’, ‘물의 상태변화’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로, 5학년의 ‘물질의 용해’는 ‘입자의 보존
성’으로, 6학년의 ‘연소’는 ‘입자의 존재’와 ‘입자의
결합’에 관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에
서처럼 구체적인 성취수준에서 입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입자간의 거리로 설명하라는 등의 표
현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입자’ 개념이 초등학교부
터 중학교까지 과학의 주요한 개념 기둥의 하나임

을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강조하

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물질의 입자성

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7∼9학년)에서 입
자 크기와 운동 관점으로 입자모델을 통해 입자적

관점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질
의 모형 - 물질의 입자적 특성’ 영역에서 ‘물질의
입자적 성질에 따라 물질이 지속적이고 불규칙적

인 운동을 하고 있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를 학생의 성취기준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교육과정 상에서는 입자, 

알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물질의 입자적인 특

성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분자나

원자 개념을 도입하여 물질의 입자적인 성질을 다

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자적 관점의 도입 시기
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
터 입자 개념적 접근이 도입되는 반면, 싱가포르는
중등에서 도입되기 시작하므로 가장 늦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9 개정은 일본과 비슷한 수
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
용된다면 비교한 국가들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은

편이 된다.

3. 한국, 미국, 일본 초등 교과서에서 제시된

물질의 입자적 관점 표현 분석

한국, 미국, 일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물질을 입자로써 표현하여 제시

하는 단원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싱가포르를 제
외한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초등학교에서 입자 모
델을 제시하여 물질 개념을 지도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서는 초
등학교 성취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단원에서 입자적인 표
현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초
등학교 ‘물질’ 단원의 내용이 ‘입자’ 과학개념을 골
자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듯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입자’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과서에서도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물질의 입자적 관점이 표현되는 단원과 학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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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unit that presented particulate expressions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

국가

학년

한국

(2009 개정) 미국
일본

A B

4학년
∙물의 상태 변화

∙용해

∙물질의 구성(원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물의 상태 변화

∙기체의 압력과 부피

∙물의 상태변화

5학년 ∙용해 ∙물질의 구조 ∙용해 ∙용해

6학년 ∙기체의 성질

∙기체의 압력과 부피

∙원자와 원소

∙물질의 상태
∙연소와 소화 ∙연소와 소화

Table 5. Expression of particle of matter in solution

삽화 설명 용어 물질

한국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입자
설탕,
물

미국

물 알갱이가 소금 알갱이를 잡아당겨 서

로 떼어낸다. 물은 모래알갱이를 잡아당
겨 떼어내지 못한다.

particles
(알갱이, 입자)

설탕,
소금,
물,
모래

일본(A) 
소금이 물에 녹아서 알갱이(입자)가 안보
이게 되었을 때, 소금 모습을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つぶ

(알갱이, 입자) 소금

일본(B)

소금이나 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의 작은 알갱이(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용해 현상을 알갱이(입자)를 사용하여
생각해 봅시다.

つぶ

(알갱이, 입자)
소금,
설탕

기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용해’ 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체의 압력과 부피’ 단원에서, 일본과 미국의 경
우, ‘물의 상태변화’ 단원에서 물질을 입자로써 표
현하고 있었다. 삽화와 본문 설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용해’ 단원에 나타난 물질의 입자 표현 비교

Table 5는 각 국가별 교과서의 용해 단원에 물질

을 입자로 표현한 삽화와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의 과학교과서의 용해
단원에서 삽화에서 물질을 입자로 표현하고, 본문
에서도 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국은 입자로, 미국은 particles(입자)로, 일본은 つ
ぶ(알갱이, 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설탕을, 미국은 설탕과 소금을, 일본은 두
교과서에서 모두 소금을 소재로 하여 물에 용해되

었을 때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지고, 이때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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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

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4학년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5학년에 ‘용해’ 단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각설탕이 작은 설탕 덩어리로 되어 있고, 

작은 설탕 덩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작은

설탕 입자로 되어 있으며, 설탕을 비롯한 모든 물
질은 이렇게 매우 작은 입자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고 기술되어 있다. 삽화에서는 설탕을 노란색 입자
로, 물을 설탕 입자보다 작은 흰색 입자로 표시하
여 색깔과 크기로 설탕 입자와 물 입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실험
관찰 책에는 각 설탕이 용해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제시되어 있어 Van Meter(2001)가
제시한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본문에서의 설명은 물 입자가 소금

입자를 서로서로 밀어내어 소금 입자들이 물 전체

에 완전히 퍼지게 된다고 기술하면서도 삽화에서

의 설명은 설탕의 용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삽화에 나타난 설탕 입자는 녹는 중간의 모습

이 녹기 전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완전히 녹은 설
탕 입자는 공간 채움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두 교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A 교과

서는 물 입자는 표현하지 않고, 소금 알갱이만 녹
기 전에는 흰색 실선 원으로, 녹은 후에는 투명한
점선 원으로 표시하여 녹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B 교과서는 삽화에서 단순
히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가시적인 현상을 표현하

여 A 교과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문에 제시된
설명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알갱이(입
자)로 작게 퍼져나가 투명해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두 교과서에서는 각설탕이나 소금이 용해

되는 현상을 입자를 사용하여 생각해 보도록 안내

하고 있고, 특히 일본 A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활동
으로 ‘물에 녹아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 소금의 모
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라고 제시함으로써 물
질을 입자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입자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5학년 한국 교과서의 경우 삽화에서 입체적으로 표
현하여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였지만, 용해되어 투
명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는 공통적

으로 물질의 입자성을 학생들이 직접 그림으로 표

현하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그리기 활동
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조직화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lynn, 1997; Gobert, 
1997; Edens & Poter, 2003).

2)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 나타난 물질의 입자

표현 비교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의 물질을 입자로 표
현한 내용은 Table 6과 같고, 미국과 일본(A, B) 교
과서에 제시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4학년에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물질의 상태는
3학년에서, 물의 상태 변화는 4학년에서 각각 배우
게 되는데, 물질의 입자 표현을 처음 다루는 5학년
시기보다 앞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Science up close’ 부분에서 열에 의해 물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움직이게 되는지 삽화와 함께 설
명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 A 교과서의 경우, 용해 현상을 설명할 때

소금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물 입자를

표현하고 있다. 물속에서 기화된 모습을 공기 방울
의 모습과 수증기가 되었을 때의 물 입자를 동일하

게 흰색 점선 원으로, 눈에 보이는 흰색 물방울(김)
은 하늘색 실선 원으로 표현하여 비가시적인 수증

기와 가시적인 김을 구분하였다. A 교과서의 경우, 
증발과 응결을 설명하는 활동에서도 입자적 표현

인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B 교과서는 입자의 크기로 가시성과 비가

시성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일본 A 교과서와 달
리 끓고 있는 물속의 공기 방울은 현실성 있게 표

현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는 작은 입자로, 
눈에 보이는 김은 큰 입자로 구분하였다. 이는 물
질의 상태에 따라 분자의 크기와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오개념을 심어 줄 여지가 있다(Kwon et al., 
2004). 일본 B 교과서는 심화 학습 부분에서 물의
상태를 분자 배열로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교과서
에 제시된 것처럼 활발한 움직임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

3) ‘기체의 압력과 부피’ 단원에 나타난 물질의 입

자 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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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ression of particle nature of matter in changes of water conditions

삽화 설명  용어 물질

미국

열은 물질의 입자들을 더 빨리 움직

이게 한다. 얼음이 에너지를 얻으면
얼음알갱이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들은 서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particles
(알갱이, 입자)

얼음,
물,
수증기

일본(A) 김은 작은 물 알갱이(입자)이며, 수
증기가 아니다.

つぶ

(알갱이, 입자) 물

일본(B)

수증기는 차가워지면 눈에 보이는

김이 된다. 김은 수증기가 식어서

만들어진 작은 알갱이(입자)이다.

つぶ

(알갱이, 입자) 물

기체 : 알갱이(입자)가 하나 하나 흩
어져 있다. 

액체 : 알갱이(입자)가 합쳐져 모여
있다.

고체 : 알갱이(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つぶ

(알갱이, 입자) 물

‘기체의 압력과 부피’ 단원에서의 입자 표현은

Table 7에 정리하였다. 기체의 성질을 학습할 때 기
체를 입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한국, 일본(A, 
B)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며, 한국은 6학년에, 
일본은 4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단원’에서의 물질의 입자

표현은 일본과 한국이 매우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
교과서 모두 피스톤 내의 기체를 입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압력에 따른 공기 입자들의 간격을 표현하
고 있고, 기체의 성질을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빈 공간이 많다.’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 교과
서에서 피스톤을 눌렀다가 놓았을 때의 모습을 보

고, 공기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제한된 관점을 요구
한 것에 비하여, 일본 A 교과서의 경우는 ‘이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색깔, 화살표 등을 사용
하는 등)’ 학생 개인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 보도
록 열린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B 교과

서는 특이하게 피스톤 안에 들어 있는 공기 입자를

사람의 얼굴 표정의 변화로 나타낸 예시를 보여주

고, 압축된 공기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활동을 안내
하고 있다.

4) ‘연소와 소화’ 단원에 나타난 물질의 입자 표현

비교

일본 교과서의 물질의 입자 표현은 한국, 미국보
다 더 많은 주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삽화에 제시

되고 있다. Table 8과 같이 ‘연소와 소화’ 단원에 물
질의 입자 표현은 일본(A, B) 교과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つぶ라는 표현은 사용
하고 있지 않지만, 병 안의 공기의 모습을 질소, 산
소, 이산화탄소로 구분하여 입자적 관점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일본 A 교과서는 질소를 노란색 원으로, 
산소를 붉은 색 사각형으로, 이산화탄소를 녹색 삼
각형으로 나타내었고, 일본 B 교과서는 산소를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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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xpression of particle nature of matter in pressure and volume of gas

삽화 설명 용어 물질

한국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
무풍선에 들어 있는 기체도 입자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입자 공기

기체의 부피가 쉽게 변하는 까닭은 압

력을 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

워지고, 가한 압력을 없애면 입자 사이
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자 공기

일본(A) 공기를 알갱이(입자)로 표현하면……. つぶ

(알갱이, 입자) 공기

일본(B)
압축된 공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통 속의 공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

고, 글로 써 보자.
공기

Table 8. Expression of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in combustion and extinguishment

삽화 설명  용어 물질

일본(A) 
촛불을 태운 후 병 안의 공

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자.
사용하지 않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일본(B)

산소를 ○로, 이산화탄소
를 ●로 나타내었어. 촛불
에 불이 붙으면 산소가 줄

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

어난다. 

 사용하지 않음 산소,
이산화탄소

색 원으로, 이산화탄소를 검은 색 원으로 나타내었
다. 또한 일본 A 교과서의 경우, 연소 전 병 안의
공기의 모습을 질소 입자 20개, 산소 입자 4개, 이
산화탄소 입자 1개로 표현하여 공기의 조성 비율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일본 B 교과서는 연소
전 병 안의 공기의 모습을 산소 입자 8개, 이산화탄
소 입자 2개, 연소 후 산소 입자 5개, 이산화탄소
입자 5개로 표현하여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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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

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시

기와 수준을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에 따라 살펴보

았으며, 이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세 나라와 비교
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별 현행 교육과정에 따
라 개발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물질의 입자적 관점

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나라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의 입자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은 3차, 

4차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에, 5차, 6차 교육과정에
서는 6학년에 ‘분자’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10
여년 뒤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자 대신

‘입자’ 용어를 사용하여 5학년과 6학년에 입자적

관점이 도입되었다. 7차와 2007 개정,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입자적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물질의 입자

적 관점의 도입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발표된 NGSS에서 5학년 수준
에서 particle 용어를 도입하여 물질의 크기와 운동
측면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다루고 있었다. 일
본의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입자적인 관점
의 표현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
에서 입자 개념이 물질 단원의 핵심 개념임을 강조

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
교 수준에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다루고 있지 않

았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등

학교 과학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용해’ 단원에서
물질을 입자로써 표현하고 있고, 다른 단원에서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물의 상태
변화’, ‘물질의 구성’, ‘물질의 구조’ 단원에서 물질
을 입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원자와
원소 개념까지 다루고 있었다. 한편 일본 교과서에
서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물의 상태 변화’, ‘용
해’, ‘연소와 소화’ 등의 다양한 단원에서 물질을

입자로써 표현하고 있었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가 물질의 입

자적 관점의 도입 수준이 가장 높고, 일본, 싱가포
르 순으로 낮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의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고, 다루는 현상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물
질의 입자적 관점을 도입하는 수준이 더 낮아진다

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시대의 흐름

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
에서 물질의 입자성 관련 내용의 도입이 필요한지, 
또한 어떠한 수준으로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를 국가 교육과
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와 연계된 중등교육과정으

로의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

각적인 고려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화학(물질) 영역에서 입자 개념의 이해는 물질세

계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관을 제공하고, 화학 현상
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
과정 도입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적절한 교수방법

을 통해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형성이 가능하였음

을 고려해볼 때(Sung & Noh, 2017; Kim, 2017), 
2015 개정 초등 과학교육과정에서 입자적 관점을
배제한 결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이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의견이 반영될 필요

가 있다.
올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

물질의 입자적 관점이 도입되어 적용되는 4년차이
자 마지막 해이다. 교사들은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

지 방식의 노력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 차원에서 축적된 경험 지식과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앞으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

상으로 물질의 입자적 관점의 도입이 학생들의 물

질 개념에 어떠한 이해를 주는지를 조사해볼 필요

가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입자 교수학습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과 해결방법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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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추후 연구를 통해 물질의

입자적관점의도입에있어적절한수준이무엇인가

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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