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학교 과학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과학 영역별 실험탐구(화학)-

1.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에 제시된 탐구 활동
학년

7

단원
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⑵ 분자의 운동
⑶ 상태 변화와 에너지
⑵ 물질의 구성

8

⑶ 우리 주위의 화합물

⑵ 물질의 특성
9
⑹ 전해질과 이온

탐구 활동
㈎ 모형을 사용하여 물질의 상태 표현하기
㈎ 확산 실험하기
㈏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관
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기
㈎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그려서 끓는점, 어는점 알아내기
㈎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와 이온을 나타내기
㈎ 모형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형성을 나타내기
분자 모형을 사용하여 전자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화합물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분자와 원자의 공간 배열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합물 조사하기
㈎ 밀도 측정하기
㈏ 증류 실험하기
㈎ 전해질과 비전해질 구분하기
㈏ 미지 이온 확인하기

2. 측정 오차에 대한 인식
A. 측정 오차
측정 오차를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도구의 문제점, 측정시의 환경, 근사식의 사용, 측정자의 버릇
등으로 인하여 생긴 계통오차(systematic error)와, 아무리 기능을 숙달하고 알려진 오류를 수정해도 피
할 수 없는 우연오차(random error), 또 측정자의 과실로 인한 과실오차가 있다(송인명 등, 1973).
B. 측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 과학에서의 측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과학에서는 한 번의 측

② 아니야, 과학에서 정확한

정으로 정확한 결과를

측정 결과를 얻으려면,

얻을 때도 있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
③ 아니야, 내
생각에는

평균을 계산해야해.

.

(2)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조사 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물리과 신입생 1학년 179명
응답 (번호 선택과 관계없이 설명만 정리)

숫자 (%)

반복 측정의 결과 참값을 얻을 수 있다.

37

같은 값이 얻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측정 한다.

16

반복 측정은 오류를 없애준다.

6

평균은 더 accuracy(정밀한) 값을 알려준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 반복 측정을 한다.

18

모든 실험, 측정은 부정확함이나 오류를 가지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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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자들은 5회에 걸쳐 지구 자기장을 반복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횟수
1
2
3
4
5

자기장 (단위: mT)
0.137
0.128
0.138
0.128
0.134

(1)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의 최종 측정값을 몇 mT로 기록해야 할까요? （

) mT

(2)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조사 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물리과 신입생 1학년 179명
선택

응답

숫자(%)

0.128

두 번 나타난 값이다.

23

0.133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난 값이다.

2

0.134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값이다.

3

0.134

측정 순서가 가운데이다.

2

0.138

가장 큰 값이다.

1

0.133

평균값이다.

53

※ 참고(서정아, 2002)
․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 대상
․ 학생들이 메트로놈의 왕복 운동을 몇 번씩 반복 측정하는지 연구자가 관찰하여 기록
․ 반복 측정값의 처리(대표값 선정)에 대한 면담 실시
․ 자신이 측정한 값이 참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 오차의 원인에 대한 면담 실시
반복 측정 후 대표값 선정
학생의 설명

특정한
자료의 선택

그 당시 정확했다

30

그 당시 내 측정이 정확했다

20

나는 시작과 끝에 버튼을 정확히 눌렀다

10

연습을 했으므로 마지막 결과는 정확하다

7

마지막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첫번째 결과가 더 낫다.

10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평균 계산
구간

비율 (%)

평균을 구해야만 한다

10

참값은 평균 근처에 있다

3

참값은 결과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3

기타

6

측정의 오차에 대한 학생의 설명 - 자신의 측정값이 참값과 다른 이유
설명
계통(systematic) 오차
우연(random) 오차
과실 오차
무응답

비율(%)

도구의 잘못

10

측정자의 버릇

13

우연 오차

0

과실

60

잘 모른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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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해설서
<7학년>
[내용 해설]
⑵ 분자의 운동
-이 단원은 기체의 여러 현상이 분자의 운동에 의해 생기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물질의 상태를 설
명하는 모형을 상태 변화뿐 아니라 증발이나 확산과 같이 입자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증발과 확산 현상을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증발과 확산 현상을 관찰하면서 분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이 때 물의 증발이나 향수 냄새
가 퍼져 나가는 등의 확산 현상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단원에서 이용한 분자 모형을 사용하여 분자의
운동으로 이해하게 한다.
㈏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과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 또는 실험
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이해하
게 한다. 이 과정에서 수학에서 학습한 내용이 과학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 현상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체의 압력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은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배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분자 모형을 사용하여 이해하게 한다.
[탐구 활동]
㈎ 확산 실험하기
㈏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관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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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샤를 법칙 실험에 대한 활동지(우수한 학생)

기체의 부피를 제로로 만들어라~!
◆ 탐구 실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아래 표와 그래프에 다시 나타내 보자.
온도(℃)
길이(cm)

1.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 보자.
일차함수 y = ax + b에서
(1) 그래프의 기울기 a값은 얼마인가?

(2) x =0일 때, y 값인 b(y 절편)는 얼마인가?

2.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3. 위 그래프의 선을 가로축과 만나도록 연장하여 그려 보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값은 얼
마인가? (
)
4. 위 실험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 있는 온도는 약 몇 ℃인가?
(
)
5.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는 -273℃이다. 만일 우리 조의 실험 결과가 이
값과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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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일 법칙 실험에 대한 활동지(우수한 학생)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주사기, 고무마개, 저울을 이용
하여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실험을 아래 과정
에 따라 하였다.
과정
① 피스톤을 60 mL 눈금에 놓고, 끝을 고무마개로 막는다.
② 저울 위에 주사기를 세운 뒤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
③ 피스톤을 눌러 40 mL 눈금에 오게 한 후, 저울의 눈금
을 읽는다.
④ 주사기의 부피를 30, 20 mL로 변화시켜 누르는 힘을 측정한다.
⑤ 측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결과
2

주사기 피스톤의 면적은 10 cm 이다.
주사기 안의 부피(mL)

60

40

30

20

누르는 힘(㎏f)

0

5

10

20

토의
1. 측정 결과를 압력으로 환산하자.( 1 ㎏f/㎠ ≃ 1 atm으로 하자)
누르는 힘(㎏f)

0

5

10

주사기 안의 기압(atm)

2. 측정 결과를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그래프에 나타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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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보일 법칙 동기 유발 자료
Fun! Fun! 실험실
초코파이의 변신은 무죄!
진공실험장치 안의 공기를 빼내면서 용기 안에 들어있는 초코파이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
과정
① 진공실험장치 안에 초코파이를 넣는다.
② 펌프를 위 아래로 작동시켜 용기 안의 공기를 빼내며 초코파이를 관찰한다.
③ 펌프를 제거하고 버튼을 누르며 초코파이를 관찰한다.

정리
펌프질을 하는 동안, 초코파이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 Fun! Fun! 실험실의 활용
실험을 통해 습득한 개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으로, 학생들의 수업 동기 유발을 위
해 사용하거나, POE 수업의 자료 또는 정리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진공실험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실험들
(1) 진공 속의 자유낙하 - 작은 지우개와 휴지 조각을 넣고 흔들면 진공일 때와 진공이 아닐 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2) 증기압 내림 현상을 이용한 물 끓이기 - 80~90℃의 더운 물을 넣고 공기를 빼내면 물이 끓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3) 진공에서의 소리 - 휴대폰을 진공장치에 넣고 공기를 빼면 휴대폰의 벨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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