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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여러 가지 경우에 물체의 열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한

다.

●`어떤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지 추리한다.

학습목표

82�83쪽

3/7 차시

60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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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로 가열하지 않고

온도를 높이는 방법

찾기

�마찰, 전기, 햇빛, 썩고 있는 물체 등을 이용해 온도를 높

일 수 있다.

2. 철사를 구부려서 온

도를 높이기까지의

과정 알아보기

�태양 → 식물 → 소 → 불고기 → 철사를 구부림 → 철사

의 온도가 상승함

3. 어떤 에너지가 열에

너지로 전환하는지

알아보기

�운동 에너지 →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 → 열에너지

�화학 에너지 →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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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난로：화석 에너지 → 열에너지

�다리미：전기 에너지 → 열에너지

�숯불：화학 에너지 →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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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포트 (1개/학급)

불로 가열하지 않고도 물

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음

을 관찰하는 데 사용한다.

전기 밥솥 등의 사진 (각

1개/학급)

전기포트와 마찬가지 목

적으로 사용한다.

연철 철사 (1개/모둠)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

온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사용한다.

나무 토막 (1개/모둠)

사포에 문질러 온도의 변

화를 관찰하는 데 사용한

다.

사포 (1개/모둠)

나무 토막을 문지르는 데

사용한다.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1. 불로 가열하지 않고도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철사를 구부린다. 

�손을 비빈다. 

�햇볕을 쪼인다. 

�화학 반응을 이용한 손난로를 이용한다.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나듯이 마른

나무끼리 비비면 열이 난다. 이 열

로 불을 붙이기 위해 섶이 필요하

다. 우리 선조들은 잘 마른 수리취

라는 산나물의 솜털 부분을 섶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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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철사가 따뜻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는 여러 장의 사

진이 아래에 있다. 각 단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토의하고 발표해 보자. 

2. 적당한 길이의 철사를 여러 번 구부렸

다 폈다 해 보자. 철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태양의 빛에너지

→ 풀의 화학 에너지

풀의 화학 에너지

→ 소의 화학 에너지

소의 화학 에너지

→ 사람의 화학 에너지

사람의 운동 에너지

→ 철사의 열에너지

사람의 화학 에너지

→ 사람의 운동 에너지

3. 사포로 나무 토막을 여러 번 문질러 보

자. 나무 토막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가?

발표를 할 때는‘(  ) 에너

지’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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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 난로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열에너

지로 변하 는지 토의하자.

6. 전기 다리미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열에

너지로 변하 는지 토의하자.

7. 숯불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 는지 토의하자.

석유의 화석 에너지

→ 불꽃의 열에너지

→ 공기의 열에너지

전기의 전기 에너지

→ 다리미의 열에너지

→ 옷감의 열에너지

숯의 화학 에너지

→ 불꽃의 열에너지

→ 고기의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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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의 마찰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2. 화석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은 쉽게 열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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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로 직접 가열하지 않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2. 우리 주위에서 다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예를 찾아 쓰시오.

�전기 에너지 → 열에너지：

�화학 에너지 → 열에너지：

�운동 에너지 →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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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운 겨울에 손 비비기,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 덥히기, 나무를 문질러

불 지피기, 니크롬선에 전기를 흘려 뜨겁게 만들기

2. �전기 에너지 → 열에너지：다리미, 전기 밥솥, 전자레인지, 헤어 드라이어

�화학 에너지 → 열에너지：밥, 고기, 장작

�운동 에너지 → 열에너지：손 비비기, 부싯돌, 성냥



팔운동으로 모래 데우기

바깥에서 가져온 차가운 모래를 따뜻하게 해 보자. 물론 뜨거운 난로 앞이나 불 위에서 데울

수도 있다. 보듬고 껴안아 체온으로 덥힐 수도 있다. 입김으로 불 수도 있다. 오늘은 다른 방법으

로 모래를 데워 보자.  

1. 필요한 것들 (모둠별)

차가운 마른 모래,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병, 온도계, 면

장갑

2. 어떻게 할까

① 병에 정도의 모래를 넣는다. 

② 온도계를 모래 속에 집어넣고 모래의 온도를 재어 놓는다. 

③ 덮개를 닫는다. 

④ 50회 흔든 후, 온도를 다시 잰다. 

⑤ 100회, 200회, 300회 흔든 후, 각각의 온도를 재고 기록한다.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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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든 횟수

처음

50회

100회

200회

300회

병 속의 모래 온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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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보자. 

⑦ 무엇이 병속에 든 모래의 온도를 높 는가?

온
도(  )˘C

흔든 횟수(회)

40

30

20

10

100 200 300 4000

사람이 팔을 흔들어 병 속의 모래를 움직인다. 사람의 팔의 운동 에너지가 모래알들

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모래의 온도를 높여 열에너지로 변한 것이다. 일부는

소리 에너지로 변하기도 한다.

해설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섭취한 음식의 화학 에너지의 연소에서 나온 것이다.

식물의 광합성 산물인 녹말에서 나온 화학 에너지,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의 화학 에너

지, 더 근본적으로는 태양의 빛에너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결코 에너지는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  

또 하나, 병속의 모래는 운동 에너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변하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움직임으로 부딪치면서 운동 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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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과학자 줄(Joule, J.P., 1818~1889)은 유복한 귀족으로 태어나 원자론의 창시자

돌턴의 제자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집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여러 실험을 하는 등, 과학자로

서 출발을 하 다. 

그가 한 많은 실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물통 실험이다. 그림에서처럼 통 속에 물을 넣고,

가운데 축에는 날개 바퀴를 달아놓았다. 연결된

외부의 손잡이를 돌리면 날개가 회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 다.

물과 날개의 마찰이 물통 속의 물의 온도를 올리

는 것이다. 기계적인 일이 열로 변하는 것, 즉 운

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다. 이 때 날개가 오래 많이 돌수록 물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감을 정 히 측정하고 정리하 다. 

줄의 이러한 실험은 처음부터 인정받지는 못하 지만 다른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결국 널

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 그의 이름‘줄’을 일과 에너지의 단위 줄(J)로 쓰는 광을 누리

게 되었다. 그의 이름을 딴 1J (1줄; Joule, 에너지의 단위이자 일의 단위)의 일은 약 0.24

cal의 열에너지와 같다. 

일은 열이 된다

rosuA gotjF



열에너지로 변하게 하기－열나게 하기

각각은 어떠한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여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예들이다. 어떠한 에

너지인지 말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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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 열 에너지

(      ) 에너지 → 열 에너지

(      ) 에너지 → 열 에너지

(      ) 에너지 → 열 에너지

① 전기 다리미

② 전기 난로

③ 전구

④ 부싯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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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 열 에너지

(      ) 에너지 → 열 에너지

⑤ 석유 난로

⑥ 음식

① 전기 에너지

② 전기 에너지

③ 전구의 빛에너지

④ 운동 에너지

⑤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

⑥ 사람이 먹은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

정답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인가? 가장 차가운 곳은 어디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가장 열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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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찍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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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몸 안 어디일 것이고, 가장 차가

운 곳은 보통 몸의 끝부분들, 특히 귀끝이다. 요즘은 그림처럼 적외선 촬 기를 이용하여 몸

의 아픈 곳을 눈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통증이 있는 곳은 다른 곳들에 비해 더 많은 열을 내

고 있다. 

적외선으로 촬 한 사람의 열 분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