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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반도체는 미세한 먼지에도 불량품이 만들어진다. 공

기 속에는 여러 가지 작은 먼지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

다. 반도체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방진복이라는 특수 복장을 하고 눈만 내놓은 채 

일하는 것도 바로 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낮은 전압에서 방전을 쉽게 일으킨다. 이것은 전자가 낮은 압력

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므로 기체 분자를 전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쉽게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진공관인데, 백열등이나 형광등도 이런 진

공관에 해당한다.

한편 많은 나라들이 인공 태양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 1억℃ 이상의 높은 온도

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의 열에는 모든 물체가 녹아버릴 것

이다. 그래서 이때에도 진공 상태를 이용하

여 열을 차단한다. 진공 상태가 되면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

온병에도 진공 공간이 있는데, 열의 전달을 

차단한다.

참고로 진공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첨단 산업: 반도체, FED

• 미래 산업: 우주 항공, 핵융합, 신소재 개발

• 산업 응용: 텔레비전 브라운 / 모니터, 기계 / 광학부품 코팅, 보온병, 램프, 냉동기

• 의약·화학·식품: 의약품 생산, 식품 보관, 진공 건조 식품, 진공 증류

• 첨단 과학: 가속기, 표면 분석 장치, 질량 분석

1654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시장이었던 게리케는 40cm의 반구와 말 16마리를 이용하여 진공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개 실험을 하였다. 

마무리

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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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를 하기 위해 초록이는 물을 채우고 있다. 이때, 필요한 물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다. ‘큰 통으로 몇 번, 바가지로 몇 번’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통이나 바가지의 크

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 바

로 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체나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 부피를 나타

내는 단위에는 mL, L가 있다. 1mL는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그릇에 담긴 액체의 부피이다.

납작했던 튜브를 크게 부풀게 만든 것은 공기이다. 공기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릇의 모양

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튜브 속에 들어 있는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당연히 튜브의 모양

과 같다. 그리고 공기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넣기 전과 넣은 후의 튜브의 무게를 비교하면 공

기가 탱탱하게 들어 있는 튜브의 무게가 더 무겁다.

과학실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원통형 모양의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다. 생활 속에서 액체

의 부피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나 물약을 먹을 때, 주사를 맞을 때, 세탁을 할 때, 자동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등으로 계량컵과 같은 부피 측정 기구를 사용한다. 당연히 수도 요금을 계산할 때

에도 사용한 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되짚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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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눈금 실린더에 담긴 액체의 부피를 읽어 봅시다.

[출제 의도]

정확한 부피 측정은 과학 탐구에서 다른 활동의 기본이 되는 탐구 기능이다. 따라서 눈금 실린더

를 바르게 사용하고, 눈금을 정확하게 읽는 것은 중요하다.

[해답] 144mL, 58mL

[보충 설명]

눈금 실린더에 담긴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눈금의 간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도

록 한다.

[문제 2]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옳으면 ○표, 옳지 않으면 ×표를 하시오.

(1)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을 차지한다. (      )

(2) 액체와 기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      )

(3) 공에 공기를 넣기 전의 무게와 공기를 팽팽하게 넣은 후의 무게는 바뀌지 않는다. (      )

[출제 의도]

기체의 성질로서 기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체, 액체와 같이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답]  (1) ○    (2) ○    (3) ×

[보충 설명]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

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글로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정확한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측정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STS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진다.

[예시 답안]

“어머니, 큰일났어요.”

지연이가 가뿐 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달려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어머니는 지연이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합니다.

“어머니, 철이가 세탁기에 세제를 막 넣고 있어요. 많이 넣어야 빨래가 잘 된다면서…….”

지연이는 손가락으로 철이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이와 함께 세탁

기가 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철이는 물로 된 세제를 아직도 세탁기에 넣고 있습니다. 세탁기 주

변에는 끈적끈적한 세제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많이 넣으면 옷이 더 깨끗하게 되죠? 누나는 그것도 모르면서 난리

야!”

철이는 누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나 봅니다. 어머니는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

머니를 도와주려는 철이가 기특하였습니다.

 “철아, 세제를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란다. 여기를 보렴. 빨래의 양이 어느 정도이

냐에 따라 넣는 세제의 양도 다르잖아.”

어머니는 세제 용기에 붙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빨래의 양에 따라 넣

는 물의 양과 세제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넣는 세제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용기에 들

어 있는 간이 계량컵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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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수질이 빨리 오염된대요. 그래서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거

죠?”

지연이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지연이가 잘 알고 있네.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세제를 표준 사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많고, 강물에 버려지는 오염된 물도 더 많아지겠지. 그럼 강물이 

오염될 것이고…….”

철이와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빨래를 할 때에는 계량컵을 이용하여 알맞은 양의 세제

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충 설명]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일기와 같은 생활문 형식으로 쓰도록 안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 활

동을 통하여 측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나아가 정확한 부피 측정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도록 지

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