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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음을 안다.

●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예를 통하여 기체와 우리 생활과의 관

계를 이해한다.

과정 역 ● 여러 가지 기체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적절한 자료를 탐색

할 수 있다.

태도 역 ● 수집한 자료에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

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목표

ryrhktj

72∼73쪽

5/6 차시

50~51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과자 봉지, 청량음료, 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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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과자 봉지에 주입

헬륨：심해 잠수용 호흡 가스,

비행선에 주입

프로판：가정용 연료

네온：네온사인

1. 주변의 여러 가지 기

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기체 알아보기

2. 기체의 종류와 이용 우리 주변의 여러 기체가 이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3. 기체가 어떻게 이용되

는지 조사하여 발표

여러 가지 기체와 생활과의 관계를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

표하기

4. 정리 활동 모듬별로 조사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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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가 이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를 제외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하여 발표하게 한다.

▷질소：과자 봉지에 주입

▷액화 질소：급냉동에 이용

▷이산화탄소：청량 음료

▷액화 석유 가스：연료

▷헬륨：공기 중에 띄운 비행선, 풍선 등

3. 기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한 내용(사전 과제) 발

표하기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가 우리 생활에 이용

되는 예를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여 조사한 내용을 발표

하게 한다.

▷질소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

- 기체 질소：식품 포장, 기름 탱크나

튀김 과자 봉지의 충전제, 전구 속의

필라멘트 보호제, 포탄의 뇌관 등에

사용

- 액체 질소：음식의 냉동

- 암모니아, 질소 비료, 질산 등의 비료

제조

xkArn ghkFehD rhkwjD

1. 주변의 여러 가지 기체 조사하기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와 이 기체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본다.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아르곤, 크세논,

네온, 프로판, 부탄, 이산화황 등

식품 포장

질소 비료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주변

의 기체들이 여러 곳에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앞에서 자세히 다룬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를 제외

한 기체들을 사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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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 심해 잠수 작업용 호흡 가스

- 기구, 비행선의 주입 가스

- MRI,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

비행선 MRI 초전도자기부상열차

▷공기 오염과 관련되는 기체

- 자동차 유해 배기 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 이산화황, 탄화수소, 프레온 가스

- 오존

자동차 배출 가스 공장 굴뚝의 연기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

- 프로판：가정이나 음식점의 연료

- 부탄 가스：자동차, 휴대용 가스 레인지

- 메탄 가스：가정용 연료, 발전용 보일러 연료

보일러 가스 레인지 휴대용 부탄 가스

▷공기를 덜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 찾기

-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개발

- 나무 많이 심기

수소 자동차 공기가 맑은 숲

xkArn ghkFehD rhkwjD

가정에서의 가스

안전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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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내용 발표하기

조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역할극으로 발표

▷마인드 맵으로 발표

▷ 과 그림으로 발표

학습 결과물은 게시하여 사후 학습이 계속되

도록 한다.
조사 내용 발표 방법

예시(마인드 맵)

▷그 밖에 기체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

- 아르곤：필라멘트 보호, 레이저, 아르곤-헬륨 메스(암수술)

- 크세논：사진 촬 플래시 램프, 항공 조명등

- 네온：네온사인, 등대

필라멘트 네온사인 아르곤 레이저 크세논 램프

xkArn ghkFehD rhkwjD

질 소

전구 속 필라멘트 보호

과자 봉지 안에 주입

포탄의 뇌관에 사용

기름 탱크 충전제로 사용

고체 질소

음식의 순간 냉동에
사용

얼어 있는 음식 상태
유지

질산, 암모니아 비료

에 사용

액
체
질
소

기
체
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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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의 종류：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아르곤, 크세논, 네온 등

2. 기체가 이용되는 예

① 질소：식품 포장, 냉동, 기름 탱크 또는 가스관의 청소, 질산 비료, 에어백 등

② 헬륨：심해 잠수 작업용 호흡 가스, 기구 및 비행선 주입 가스, 의료용 초전도 단층 촬

장치,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 초저온 연구용 등

③ 아르곤：전구의 필라멘트 보호, 레이저 등

④ 크세논：사진 촬 플래쉬 램프, 항공 조명 등

⑤ 네온：네온사인, 등대 등

⑥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메탄 가스 등

⑦ 공기 오염과 관련되는 기체：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프레온 가스 등

wjD  fl

1. 질소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요? (                                    )

2. 공기 오염과 관련되는 기체를 모두 말해 보세요. (                                    )

vuD  rk

1. 식품 포장, 냉동, 기름 탱크 또는 가스관의 청소, 질산 비료, 에어백 등

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프레온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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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공기 중에 해로운 기체는 무엇이 있을까?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에 포함된 황(S)성분이 연소하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황산

화물을 배출한다.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인 황산화물은 대기 중의 물에 녹아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이 된다.

황산화물 ＋ 수분 → 황산(H2SO4) ＋ 아황산(H2SO3)

연료에 포함된 질소 성분이 연소하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질소 산화물을 배출한

다. 대기 중의 질소 산화물이 수분과 만나면 질산(HNO3)과 아질산(HNO2)이 되는데, 이들이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질소 산화물 ＋ 수분 → 질산(HNO3) ＋ 아질산(HNO2)

산성비라는 단어는 1872년 국의 화학자 로버트 스미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그는 산업

혁명이 시작될 즈음 맨체스터 지역에 내린 산성의 빗물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

다.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기체가 공기 중에

방출되어 공기 중의 수증기와 합쳐져 황산과 질산을 만들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거나 빗방

울과 섞여 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비의 수소 이온 지수(pH)는 5.6 가량인 데 비해, 산성비

는 이보다 낮은 pH값을 나타낸다. 

rosuA got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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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보조 자료

toDghkFrhk  rhkgkR

우리집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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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변화의 원리

헬륨 기체를 마시고 말을 하면 음성이 이상하게 변해 마치 디즈니 화의 도널드 덕 같이

높은 소리를 낸다.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입 안에 있는 기체의 종류이

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발성통로를 지나면서 발생되는 소리는 입 안

에서 공명을 하게 된다. 이 때 입 안에서 울리는 소리의 속도는 입 안에 있는 기체의 도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리가 다른 진동수를 갖게 돼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다. 보통

공기의 경우 약 0.0013g/cm3의 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 공기를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

는 0℃에서 약 331m/초이다. 동일한 온도에서 헬륨의 도는 0.00016g/cm3으로 도가

공기보다 낮기 때문에 헬륨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는 891m/초가 된다. 그러므로 입 안에

헬륨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소리의 주파수는 보통 공기의 경우보다 2.7배

정도 높게 돼 이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2.7 옥타브 높게 된다.

1. 목소리를 변하게 하는 헬륨

ckArh w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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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보조 자료

기구, 비행선의 주입 가스

헬륨 기체는 공기보다 도가 작아 공기 중에 뜨므로, 기구나 비행선을 띄울 때 이용된다.

공기 중에서 쉽게 폭발할 위험이 있는 수소와 달리 헬륨은 비활성이며, 대부분의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고 불연성이다. 따라서, 수소보다 안전한 헬륨을 사용해 기구를 제작하고 있다.

2. 과자 포장에 쓰이는 질소

질소는 무색·무미·무취의 기체로 산소와 함께 공기 중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런데, 산소의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큰 반면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다. 즉 상온에서는 화

학적으로 비활성이고, 연소 반응이나 호흡과도 무관하며, 유독하지도 않다. 질소로 충전을

해 놓으면 반응성이 큰 산소나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과자 봉지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과자 포장에 질소가 사용된다.

헬륨 기체 구입에 대하여……

헬륨 기체는 행사 진행을 도와주는 이벤트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의 헬륨을 판매하는 쇼

핑몰에서 구입할 수있다(500mL 캔에 3,000원). 일반 헬륨 풍선에 기체를 보관하는 경우는 10

시간 정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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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wjS  rhkwp

액체 질소에 풍선과 장미를 넣어 보자.

1. 액체 질소에 부풀은 풍선을 넣고 관찰해 보자.

2. 액체 질소에 장미꽃을 넣어보자.

3. 액체 질소에서 장미꽃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보자.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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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보조 자료

질소의 끓는점은 -196℃이다. 따라서 액체 질소가 들어 있는 용기에 꽃을 넣게 되

면 순식간에 꽃이 갖고 있던 수분이 얼게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것은 매우 단단하여 망

치로 두드리면 산산 조각이 난다. 또한, 풍선을 불어 액체 질소 안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풍선은 납작하게 줄어든다.

실험 결과

액체 질소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위험하

다. 액체 질소가 피부에 닿으면 체온에 의해 빨리 기화되어 날아가 버리지만, 면장갑에 묻어

있는 질소가 기화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차갑게 냉각된 면장갑에 의해 피부

가 동상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액체 질소는 10L당 7만원이고, 10L용 액체 질

소를 담을 수 있는 통은 50만원 정도이다. 액체 질소통의 가격이 비싸므로, 진공 보온병을

이용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므로 비싼 액체 질소통을 구입하지 않고도 실험

할 수 있다. 

실험상의 유의점

액체 질소 저장용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