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액체에 넣은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부터 물질이 용해

된다는 사실을 안다. 

●`물질에 따라 액체에 용해되는 성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과정 역 ●`설탕,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 중에서 물에 녹는 물질

과 아세톤에 녹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물질이 용해되는 성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통제해

야 할 변인을 안다. 

학습목표

ryrhktj

18쪽

2/4 차시

12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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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가지 가루를 물

에 넣고 용해되는 물

질 구별하기

2. 여러 가지 가루를 아

세톤에 넣고 용해되

는 물질 구별하기

3. 물과 아세톤에 녹는

물질을 정리하여 종

합하기

�물에 넣은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부터

용해되는 물질을 판단하기

�아세톤에 넣은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부

터 용해되는 물질을 판단하기

�물과 아세톤에 용해되는 물질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기

�두 액체에 모두 용해되는 물질, 모두 용해되지 않는 물질,

어느 한 액체에만 용해되는 물질로 구분하여 발표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설탕과 시트르산은 물에 용해되고, 나프탈렌

과 탄산칼슘은 용해되지 않는다.

�시트르산과 나프탈렌은 용해되고, 설탕과 탄

산칼슘은 용해되지 않는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이라도 아세트산에 용해

될 수 있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 아세

트산에 용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물질마다 용해되는 물질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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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 ql anF

설탕 시트르산 탄산칼슘

물이 담긴 세척병(1개)

아세톤이 담긴 세척병(1개)

비닐 장갑(학생수)
보안경(학생수)약숟가락(4개)

삼각 플라스크 100mL(8개)와 코르크 마개(8개)

막자와 막자 사발(4개/전체)

설탕이 담긴 페트리 접시(1개)

시트르산이 담긴 페트리 접시(1개)

나프탈렌이 담긴 페트리 접시(1개)

탄산칼슘이 담긴 페트리 접시(1개)

나프탈렌

물 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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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1. 설탕,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을

막자와 막자 사발로 곱게 간다.

2. 곱게 간 네 가지 물질을 약숟가락과 함

께 네 개의 페트리 접시에 각각 담아 학

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나프탈렌

설탕 시트르산

탄산칼슘

3. 삼각 플라스크 4개를 준비하여 물을 각

각 1/4쯤 붓는다.

나프탈렌 탄산칼슘시트르산설탕

물

4.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마개로 막은 다

음, 잘 흔들어 용해되는지 관찰한다.

�입자의 크기가 네 물질이 용해되는

속도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교사가 미리 준비한다.

�한 조에 각각 약 20g이 필요하다.

페트리 접시와 약숟가락에 네 물질의

이름을 적은 라벨을 붙여 네 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삼각 플라스크에 네 물질의 이름이 적

힌 라벨을 붙인다.

설탕은 물에 잘 용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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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도 각각

한 숟가락 넣고 마개로 막은 다음, 잘 흔

들면서 용해되는지를 관찰한다.

나프탈렌시트르산설탕 탄산칼슘

6. 삼각 플라스크 4개를 준비하여 아세톤

을 각각 1/4쯤 붓는다.

나프탈렌 탄산칼슘시트르산설탕

아
세
톤

7. 설탕,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을

각각 한 숟가락 넣고 마개를 막은 다음,

잘 흔들면서 용해되는지 관찰한다.

나프탈렌시트르산설탕 탄산칼슘

8.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실험 결과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을 발표해 보자.

시트르산은 물에 용해되지만, 나프탈렌

과 탄산칼슘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시트르산과 나프탈렌은 아세톤에 용해

되지만, 설탕과 탄산칼슘은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는다.

삼각 플라스크에 네 물질의 이름이 적

힌 라벨을 붙인다.

�물과 아세톤에 모두 용해되거나, 모

두 용해되지 않는 물질도 있고, 어

느 한 액체에만 용해되는 물질도

있다.

�액체마다 용해되는 물질이 서로 다

르다. 구분 설탕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

물 � � × ×

× � � ×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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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탕과 시트르산은 물에 용해된다.

2. 나프탈렌과 탄산칼슘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3. 시트르산과 나프탈렌은 아세톤에 용해된다.

4. 설탕과 탄산칼슘은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는다.

5. 각 액체마다 용해되는 물질은 서로 다르다.

wjD  fl

1. 물과 아세톤에 모두 용해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① 설탕 ② 시트르산 ③ 나프탈렌 ④ 탄산칼슘

2. 물과 아세톤에 모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① 설탕 ② 시트르산 ③ 나프탈렌 ④ 탄산칼슘

3. 물에는 녹으나 아세톤에는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① 설탕 ② 시트르산 ③ 나프탈렌 ④ 탄산칼슘

4.‘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아세톤에 녹지 않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아세톤에 녹는다’

라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말해 봅시다.

vuD  rk

1. ②

2. ④

3. ①

4.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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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

2개의 뷰렛을 장치하고, 한 쪽에는 물을 넣고 다른 쪽

에는 식용유를 넣은 다음, 그림과 같이 뷰렛의 콕을 열어

액체를 일정하게 흘려 보내면서, 털가죽을 비벼 전하를

띠게 한 에보나이트 막 를 가까이 어 본다. 그러면 물

줄기는 휘어지지만 식용유는 휘어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수도 꼭지에서 물줄기가 가늘게 나오도록 흘려 보내면

서 플라스틱 빗을 머리에 비벼 전하를 띠게 한 다음 가까

이 어 보아도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휘어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이것은 물 분자와 식용유 분자가 각각 다

른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 분자는 분자 내에 전하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분자 내에 부분적으로 (+)전하와 (-)전

하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극극성성이라고 하며 물 분자와 같이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를

극극성성 분분자자라고 한다. 

식용유의 분자와 같이 분자 내에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극성을 가지지 않는 분자를 무무극극

성성 분분자자라고 한다. 분자가 극성을 띠는지의 여부는 분자의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다. 개

비 칭 분자인 경우 극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칭 구조를 갖는 분자는 무극성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극성 혹은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끼리는 서로 잘 섞인다. 하지만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과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끼리는 잘 섞이지 않는다.  

2. 여러 가지 용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용매는 물과 아세톤, 알코올, 식용유로 제한하고 있다. 이

들 용매의 극성 정도를 파악해 두면 4학년 1학기‘우리 생활과 액체’단원의‘서로 섞이는

액체와 섞이지 않는 액체’등과 5학년 1학기의‘용해와 용액’단원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rosuA gotjF

물 식용유

에보나이트
막

물과 식용유 분자의 전기적 성질

O

H H

물 분자(극성)

O C O

이산화탄소 분자(무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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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매로, 분자 구조는 비 칭적이며 극성이 매

우 크다. 이온성 물질과 극성을 띤 물질은 부분 물에 녹는다. 

에틸알코올：비교적 흔히 사용되는 극성이 큰 용매로, 극성을 띤

물질들을 잘 녹이며, 식용유나 나프탈렌 같은 비극성 물질도 조

금 녹인다.

아세톤：약간의 극성을 띤 용매로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

을 모두 녹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기 때

문에 비극성 물질을 많이 녹이지는 못한다. 

식용유：식용유는 한 가지 성분으로 된 물질은 아니지만

생활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된다. 초

등학교에서는 표적인 무극성 용매로 사용된다. 극성 물

질은 잘 녹이지 못하며, 나프탈렌과 같은 무극성 물질은

잘 녹인다. 순수한 물질로는 노르말헥산이 식용유와 유사

하다. 

이들 용매의 극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극성 작아짐 극성 커짐

식용유 아세톤 에탄올 물

물 분자

에틸알코올 분자

아세톤 분자

노르말헥산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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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탕이 물에 잘 녹고,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이유

설탕 분자에는 많은 -OH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따라

서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 사이의 힘보다 설탕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하지만 아세톤 분자와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 사이의 힘이 설탕 분자와 아세톤 분자 사이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세톤에는 녹지

않는다.

4. 시트르산이 물과 아세톤에 잘 녹는 이유

시트르산 분자는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으며.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OH 작용기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수소 결합을 통해 물에 잘 녹을 수 있고, 수소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극성을 띤 용매인 아세톤에도 잘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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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프탈렌이 아세톤에 녹는 이유

나프탈렌은 전형적인 무극성 물질이다. 따라서 극성 용매인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며, 약

간의 극성을 띤 아세톤에는 약간 녹는다. 아세톤에 나프탈렌을 녹이려면 충분한 양의 아세톤

이 필요하다. 나프탈렌이 녹아 있는 아세톤에 스포이트로 물을 조금씩 넣어 보면 투명하던

용액이 뿌옇게 되는데, 이는 아세톤-물 혼합 용매에 한 나프탈렌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

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6. 탄산칼슘이 물과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이유

탄산칼슘은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성 물질이다. 이온성 물질은 극성이 매우 큰 물질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염화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데 비해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다. 이

것은 탄산칼슘을 이루고 있는 탄산 이온(CO3
2-)과 칼슘 이온(Ca2+)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이들 이온과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아세톤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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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운 고추를 먹고 난 후 입에 불이 날 정도로 매워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해결책은 없을까?  

흔히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셔서 매운 맛을 가시려 한다. 물을 마신 직후에는 매운 맛이

가신 듯 하지만 잠시 후면 또 다시 입안이 얼얼해진다. 이것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입 안

의 감각을 잠시 둔하게 해서 매운 맛을 못 느끼게 할 뿐 입 안의 매운 성분은 그 로 남아 있

기 때문에 감각이 다시 살아나면 더욱 매운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은“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로 아무리 입 안을 헹구어도 매운 맛은 그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는 캡사이신을 잘 녹일 수 있는 올리브유나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입 안을 헹구

어내면 되지만, 기름만을 먹기에는 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은 우유를 마시는 것이다. 특히 유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가 좋다. 우유에 들어 있는 유

지방이 캡사이신을 녹여 제거해 주므로 매운 맛이 곧 없어진다. 또는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야채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oDghkFrhk  rhkgkR

매운 고추를 먹은 후, 얼얼한 입 안을 달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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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에 여러 가지 가루 녹여 보기

준비물 : 설탕, 시트르산, 나프탈렌, 탄산칼슘,

식용유, 100mL 삼각 플라스크 4개, 약숟가락

4개, 유리 막 4개

실험 과정

1) 어떤 가루가 식용유에 녹을지 예상하여 본다.

2) 식용유가 1/4쯤 담긴 삼각 플라스크 4개를 준비한다.

3) 삼각 플라스크에 준비한 가루를 각각 조금씩 넣고 유리 막 로 저어 본다.

실험 결과

1) 식용유에 녹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루는?

2)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3) 실험 결과 식용유에 녹는 가루는? 녹지 않는 가루는?

학생들은 용매와 용질에 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식용유에 녹는 고체

에 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3학년에서 아세톤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며, 물과 식용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몇 가지는 예상

할 수도 있다. 설탕과 시트르산 및 탄산칼슘은 식용유에 녹지 않으며, 나프탈렌만이 식용유

에 녹는다.

ehwjS  rhkwp

정답 및 해설

반 번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