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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수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역 ● 수소 발생 장치를 꾸 수 있다.

태도 역 ● 교사의 시범 실험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를 지

닌다.

학습목표

ryrhktj

기체가 집기병 안으로 들어

와서물이점차빠져나간다.없다.

없다.

70∼71쪽

4/6 차시

49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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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발생 장치 꾸미기
교사의 시범 시험을 통해 수소 발생 장치를 꾸미고 수소

를 발생시키기

2. 수소 발생시켜 집기병

에 모으기
수소발생장치를이용하여수상치환으로집기병에모으기

3. 수소의 성질 확인
수소의 색깔과 냄새 알기

자료를 읽고 연소에 대한 수소의 성질 알아보기

gkRtmQ rody

거품이 생기면서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잘 뜬다.

집기병속에발생한기체가채워지기때문

에, 집기병속물높이가점차낮아진다.

수소는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다(수소

는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다).

수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다.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다.

공기보다 가볍다.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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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을
조금 넣고 1구 고무 마개에 유리관을 끼
워 삼각 플라스크를 막는다.

2. 유리관에 고무관과 깔때기를 연결한 후
핀치 클램프를 고무관 가운데에 끼운다.

3.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과 연결된 고무
관에 ㄱ자 유리관을 끼우고 2/3 정도 물이
든 수조 속에 넣는다.

장갑을 착용. 유리관에 물을 바

르면 쉽게 끼울 수 있음. 연결

부분이 헐겁지 않도록 한다.

묽은 염산(hydrochloric acid, HCl), 마그네슘 조각 5~6개, 장갑

xkArn ghkFehD rhkwjD

고무 마개가 플라스크에 잘

맞지 않는 경우 고무 찰흙

을 이용하여 입구 주위를

잘 막는다.

가지달린
삼각플라스크
(1개/모둠)

고무관
40cm 정도
(모둠)

ㄱ자유리관
(1개/모둠)

유리판
(3개/모둠)

1구
고무마개
(1개/모둠)

수조
(1개/모둠)

핀치클램프
(1개/모둠)

일자형유리관
(2개/모둠)

깔때기
(1개/모둠)

집기병
(2개/모둠)

스탠드와링
(1개/모둠)

보안경
(학생수)

반드시 마그네슘 조각 사용

(가루를 사용하면 극렬한

반응이 일어나 위험하다.)

wnS ql anF

활동 1. 수소 발생 장치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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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병보다 깊이가 깊은

수조 사용. 미리 집기병에

물을 가득 채워 놓는다.

1. 집기병에 물을 가득 채운다.

2. 물이 든 집기병을 물 속에 거꾸로 세운 다
음, ㄱ자 유리관을 집기병 속으로 넣는다.

3. 깔때기에 묽은 염산을 조금 부은 다음 핀치 클
램프를조금씩열어묽은염산을떨어뜨린다.

4. 기체가 집기병에 가득 차면 집기병을 유리
판으로 덮으면서 바로 세운다.

5. 모은 기체를 유리판으로 덮어 둔다.

염산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xkArn ghkFehD rhkwjD

활동 2. 수소 발생시켜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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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직접 대지 말고, 손으

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는다. 

1. 집기병 뒤에 흰 종이를 대고 관찰한다.

2. 집기병 주위에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는다.

3.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읽고 수소의 성질에 대해 이야

기해 본다.

힌덴부르크호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진 까닭은 무엇일

까요?

- 수소는 잘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힌덴부르크호에 수소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이므로 비행선을 쉽게 띄울 수

있다.

※ 수소가 들어 있는 집기병 속에는 촛불을 넣어서
는 절대 안 된다.

수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

로 불씨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찰자 쪽으로 바람이

오게 한다.

xkArn ghkFehD rhkwjD

활동 3. 수소의 성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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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여 수소가 만들어졌다.

2. 수소의 성질

- 색깔이 없다.

- 냄새가 없다.

- 잘 타는 성질이 있다.

- 매우 가볍다.

wjD  fl

1.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2. 수소의 성질에 대해 3가지 이상 쓰시오.

(                                 )

3. 힌덴부르크 비행선에 수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

vuD  rk

1. 마그네슘, 묽은 염산 등

2. 무색, 무취, 잘 탄다, 매우 가볍다.

3.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이므로 비행선을 쉽게 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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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의 연료－수소

그림에서처럼 우주 왕복선이 우주를 여행할 때 커다란 연료통을 달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연료통은 주로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담고 있다. 수소는 산소와 만나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를 내는 효율이 높고,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이 연료원에서 얻은 에너

지는 우주 왕복선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얻어진 물은 음료수로

사용될 수 있다. 

rosuA gotjF

연료 석탄 휘발유 천연 가스 수소

열량(kJ/kg) 34,000 42,000 52,000 142,000

수소의 연소：수소 ＋ 산소 → 물 ＋ 142,000 kJ/kg

[표] 몇 가지 연료의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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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를 얻는 방법은?

우주 왕복선은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력적인 수소를 우

리 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수소의 폭발성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수소를 얻을 수 있다.

물 + 에너지 → 수소 + 산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물의 전기 분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 와서 무

한정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어 세계 각국은 다시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물의 전기 분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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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RtoD  ghkFehD

다음의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점을 써보자.

라이터불에 풍선‘펑‘하고 폭발

회사원 민 모씨(29세)는 지난 5월,

딸에게 사준 은박 풍선이 폭발하는 바

람에 머리카락을 태우고 팔에 화상을

입었다. 놀이 공원에서 5천원을 주고

산 예쁜 인형 모양의 풍선이었지만 폭

발 위험이 있는 무서운 흉기나 마찬가

지 다. 

민씨가 바람이 새는 풍선에 실리콘을

녹여 구멍을 막으려고 라이터불을 갖다

대는 순간 풍선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

불이 방바닥에 옮겨 붙어 옆에 있는 베

개로 간신히 껐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풍선이 폭발하는 것은 수소

가스를 주입하기 때문으로, 판매업자들

이 헬륨 가스보다 훨씬 가격이 싸고 공

중에 잘 뜨는 수소 가스를 사용하고 있

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999년 8월 소비자시대

이 기사를 보고 수소는 공기 중에서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학생들

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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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qjA  tlFgjA

달걀에서 무슨 일이?

1. 삼각 플라스크에 진한 염산과 물을 1：3 비율로

섞은 뒤 아연 조각을 넣은 다음, 유리관을 끼운

고무 마개로 막는다.

2. 양쪽에 구멍이 뚫린 빈 달걀의 아래쪽 구멍을

유리관에 가져다 대고 한 손으로는 위쪽 구멍

을 막아 수소를 모은다. 

준비물：250mL 삼각 플라스크 1개, 진한 염산(hydrochloric acid, HCl), 아연 조각, 1구

고무 마개, 스탠드, 달걀, 성냥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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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를 모은 달걀의 위쪽 구멍을 막은 채 클램

프 위에 놓는다. 손을 뗀 후 2~3초 후 달걀 구멍

에 성냥을 가져다 댄다.

불을 붙인 후 작은‘퍽’소리가 나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나 잠시 후‘뻥’하

는 큰 소리와 함께 달걀은 부서진다. 빈 계란 속에 모아진 수소 기체는 위아래로 뚫린 구멍

으로 산소가 들어와 수소와 산소는 혼합된다.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1：1일 때 강한 폭발을

하게 된다. 순수한 수소만 가득하면 20~30초 후에 폭발하며, 불을 대자마자 작은‘퍽’소리

가 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달걀에 불을 붙일 때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서지 않도록 한다.실험상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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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ghkFrhk  rhkgkR

과학 윤리：표절에 대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한 경우, 학생들의 답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

예 똑같은 경우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인터넷이나 책을 그대로 베껴서 제

출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학생 본인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다시 표현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제 해결이 아닐런지……. 물론 이 때

참고 자료를 제시할 수는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

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