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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 회로를 조사하여 발표

할 수 있다.

●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장단점을 알고, 우리의 생활에 적

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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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기 회로를 조사하여 발

표하기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기 회로 조사하기

�제시된 회로와 조사한 회로의 연결 방법 알아보기

�조사한 회로의 회로도를 그리고 설명해 보기

�조사한 회로의 연결 방법과 쓰임 관련 짓기

�장단점 이야기하기

gkRtmQ rody

2. 전기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는 길 표시하기

3. 전류가 흐르는 길의

특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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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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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하나를 빼면 전체가 켜지지 않는다.

형광등을 각각 켜거나 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구 전체가 꺼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제품을 켜거나 끌 수 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사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장난 곳으로 인해 다른 곳이 손상되는 것

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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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조사한 회로 그림이나 회로도

멀티탭 스위치

1.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전기 회로이다. 이들 전기 회로들이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자.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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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전구에 불이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진다.

냉장고, 선풍기, 전자 렌지 등을 각각 따

로 켜고 끌 수 있다.

가로등불 하나하나를 따로 켜고 따로 끌

수 있다.

퓨즈가 끊어지면 투명기의 불이 꺼진다.

〔장식용 꼬마 전구〕 〔집 안의 여러 가지 가전 제품〕

〔가로등〕 〔투 기 내부의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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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사진을 보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해 보자.

xkArn ghkFehD rhkwjD

교실 천장의 불을 따로 끄고 켤 수 있다. 왼쪽의 스위치로는 모든 불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오른쪽의 스위치는 각각의 전기

를 끄거나 켤 수가 있다.

모든 전구가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지

지만 한 개의 전구가 고장나도 다른 전구

에는 불이 들어온다.

스위치로는 불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전기

기구는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다.

직렬 연결：장식용 꼬마 전구, 퓨즈,

병렬 연결：교실 천장의 조명, 가로등, 공사중 표시등, 집 안의 여러 가전 제품

직렬과 병렬：누전 차단기, 멀티탭

〔교실 천장의 조명〕 〔누전 차단기〕

〔공사 중 안전 표시등〕 〔멀티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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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자.

xkArn ghkFehD rhkwjD

직렬 연결

병렬 연결

◆ 장점 - 직렬 연결은 모든 전기 기구 또는 부품들을 같이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 단점 - 한 곳이 끊어지면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전구가 어두워진다.

◆ 장점 - 각 전기 기구 또는 부품들을 따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한다.

◆ 단점 - 전체 통제가 어렵고 전선이 많이 들며 회로 검사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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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렬 연결은 전기 기구 또는 부품들을 같이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전선의 한

곳이 끊어지면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2. 병렬 연결은 각 전기 기구 또는 부품들을 따로 통제해야 할 때 사용하며, 많은 종류의 전

기 기구들을 동일한 전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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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그림은 회로의 어떤 연결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2. 직렬 연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병렬 연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vuD  rk

1. 병렬 연결

2. �직렬 연결：�모든 전기 기구가 동시에 작동한다. 

�전선의 한 곳이 끊어지면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3. �병렬 연결：�모든 전기 기구들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은 같은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선, 누전, 접지

1. 합선( )

합선은 전기용어로 단락(short circuit)이라고 하며, 전압이 걸려있는 전선이 다른 전선과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합선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어 발열에 의해 화

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전기제품은 반드시 전원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 전선

이 꼬이거나 불량한 상태로 사용하면 코드의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늘 점검해야 한다.

2. 누전(� )

누전(power leakage)은 전기 기구에서 전기가 새어나와 금속과 같은 도체에 비정상적으

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전기 기계나 기구의 전선이 절연 불량이거나 손상에 의해서

누전이 일어나며, 화재나 감전 사고 등의 원인이 되므로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전기 기구에 물이 닿지 않는 것도 누전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3. 접지

전기기구의 전위( )를 땅의 전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땅을 전기회로의 일부로서 이용

하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할 때에는 저항이 작은 도선( )을 땅에 잇는다. 접지를

하고 나면 누전 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기기구에 닿아도 감전되지 않는다. 피

뢰침 등을 접지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세탁기와 같은 가전 제품에서 쉽게 접지선을 찾아볼 수 있다. 접지선은 어로

earth wire이며, 보통 어스라고도 한다. 

rosuA got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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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선

전동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는 모두 병

렬로 연결된다.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각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해

서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과다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기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

다. 전선이나 콘센트, 플러그와 같은 전기 기구에도 어느 정도까

지 전류를 흘려도 된다는 허용 전류가 표시되어 있다.

한 개의 콘센트에 멀티 탭을 이용하며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연결하면, 멀티

탭의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매우 위험

할 수 있다.

보통 전기 화재는 과다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센

트에 플러그가 헐겁게 끼워져 있으면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전기 기구는

전기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새 것으로 바꾸어야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을 보면 각각 정격 전압과 전력이 표시되어 있

다. 모든 전기 기구는 그 전기 기구가 작동하는 적합한 전압이 있다. 그보다 더 낮은 전압이

걸리면 부분 작동되지 않고, 또 높은 전압이 걸리면 전기 기구가 타거나 심하면 폭발하기

도 한다.

가정의 전기 배선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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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이 되기 쉬운 손은?

누전 되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콘센트 플러그 등이 몸

에 닿으면 감전되어 찌릿한 정도의 느낌이 들거나 생

명을 잃을 수도 있다. 마른 손과 젖은 손 중에서 어떤

손이 더 감전되기 쉬울까?

① 마른 손 ② 젖은 손 ③ 똑같다.

ehwjS  rhkwp

보통 건조한 사람의 피부 저항은 100000W이

나 되지만 젖은 사람의 피부 저항은 1000W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12V의 전압이 걸리

면 건조한 상태에서 몸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0.12mA이다. 이 정도의 전류는 거의 느낌이 없

다. 그러나 피부가 젖은 상태에서 몸에 흐르는 전

류의 크기는 12mA이다. 이 정도의 전류는 손가

락으로 스치듯이 만지기만 해도 어깨의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받는다. 몸에 전류가 70mA이

상 흐르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샤워를

한 후 젖은 손으로 110V 또는 220V에 전원이 연

결된 드라이기와 같은 전기기구를 만지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

정답 및 해설

순수한 물은 부도체이다. 즉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소금이나 식초, 염

산과 같은 전해질을 넣으면 전기를 잘 통과시킬 수 있다. 사람의 피부는 건조한 상태이거나

그 표면에 얇은 기름 같은 것이 발라져 있을 때는 비교적 저항이 커서 웬만큼 전압이 높지

않고는 전류가 크게 흐르지 못한다. 그러나 염분이 녹은 물이 피부에 묻어 있을 때의 피부

상태는 저항이 급격히 낮아져서 도체에 가깝게 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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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퓨즈

퓨즈는 납을 이용하여 만들며,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를

경우 납이 녹아내려 끊어지게 된다. 만일 퓨즈 신 철사 같

은 동선을 이용하여 연결을 시키면 열이 발생하여도 끊어지

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퓨즈는 유리관 속에 퓨즈가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 퓨즈도 열

에 의해서 녹아내려 끊어지게 된다.

2. 여러 가지 전기 차단기

① 누전차단기

가정의 실내 전기 배선에 손상이 생겨 전기가

누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

을 한다.

② 커버나이프 스위치

합선이나 비정상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커버나이

프 스위치 안에 있는 퓨즈가 열에 의해 녹아 내려 전

기를 차단하게 된다.

③ 자동차단기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를 때 자동적으로 전기회로가 끊어진다. 온도에 의한 바이메탈

방식을 이용한다.

toDghkFrhk  rhkgkR

퓨즈와 여러 가지 전기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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