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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제 5. 연소와 소화의 관계 알아보기

개념 역 ●`탈 물질, 공기 중의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연소의 조건

임을 안다. 

●`연소와 소화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태도 역 ●`연소나 소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상

황이나 자료를 다양하게 찾고 조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목표

ryrhktj

71∼72쪽

5/7 차시

49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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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의 조건

2.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

어 소화의 조건 확인

가스 레인지와 밸브, 가스 레인지와 공기 조절기, 연탄과

착화탄, 성냥과 성냥갑, 벽난로와 장작, 화로와 부채 등

의 관계를 통해 연소의 조건을 알아보기

불을 끌 때 알코올 램프의 뚜껑, 모래, 담요, 물 등이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함으로써 소화의 조건을 알아

보기

gkRtmQ rody

탈 물질인 가스 공급

공기 중의 산소 공급

장작은 탈 물질

공기 중의 산소

공기 중의 산소 차단

발화점 이하의 낮은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

낮은 발화점을 가진 물질

tlFgjA rhkSckF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2권(5-6)  54 한희숙

한희숙 54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2권(5-6)   CMYK2 B        C
B        C

54 주제 5. 연소와 소화의 관계 알아보기

wnS ql anF

1.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2.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가스 레인지

알코올 램프

연탄과 착화탄

모래

담요성냥과 성냥갑

가스 레인지의 가스 밸브는 연소

에 필요한 조건 중에서 탈 물질인

가스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스 레인지의 공기 조절기는 연

소에 필요한 조건 중에서 공기 중

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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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4.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3.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5.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착화탄은 발화점이 낮으므로 먼

저 불이 붙어서 연탄의 온도를 높

여줌으로써 불이 붙도록 도와

준다. 

벽난로의 장작은 탈 물질이므로

장작을 많이 넣으면 연소가 오랫

동안 일어난다. 

성냥의 머리도 발화점이 낮아서

먼저 불이 붙으므로 나무에 불이

붙도록 도와준다. 

화로의 불에 부채질을 하면 공기

중의 산소 공급이 잘 되어서 연소

가 잘 일어난다.

6. 불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이야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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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7.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본다.

8.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본다.

10.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본다.

9.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본다.

모래를 덮으면 공기 중의 산소 공

급이 차단되어서 불이 꺼진다.

찬물을 뿌리면 온도가 발화점 이

하로 내려가서 불이 꺼진다. 또한

공기 중의 산소가 차단되는 효과

도 있다. 

알코올 램프의 뚜껑을 덮으면 공

기 중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서

불이 꺼진다. 알코올 램프의 뚜껑

은 한번 열어 확인 후에 다시 닫

는다.

담요를 덮으면 공기 중의 산소 공

급이 차단되어서 불이 꺼진다. 그

러나 나일론과 같은 물질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 더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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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 잘 타게 하려면 탈 물질, 공기 중의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2. 불을 끄려면 연소의 세 가지 조건(탈 물질, 공기 중의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wjD  fl

1. 연소의 세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                           )

2. 알코올 램프의 뚜껑, 담요, 혹은 모래를 덮으면 불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3. 불을 끄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

vuD  rk

1. 탈 물질, 공기 중의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2. 공기 중의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3.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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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 종류

같은 고체 등 여러 상태의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체가 연소하는 경우에는 불꽃이 생기

지만,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그대로는 불꽃이 생기지 않는다. 숯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공급되는 액체 또는 고체의 표면에서만 연소가 일어나므로 표면

연소라고 한다. 

고체에서도 나무가 연소할 때는 불꽃이 생기는데, 이것은 나무의 성분이 열분해되어 생긴

가연성 기체가 연소하기 때문이다. 석유나 양초가 연소할 때의 불꽃은 액체나 고체가 가열에

의해서 증발하여, 그 증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증발 연소라고 한

다. 

증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는 연소하는 물질의 표면에 생기는 포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

물의 성분비가 폭발 범위에 이르 을 때 인화한다. 촛불을 끄고난 직후 성냥불을 근처에 갖

다대면 다시 불이 옮겨 붙는 것이 바로 인화의 예이다. 이 때 불을 인화하는 증기는 파라핀

기체이다. 또, 목탄이나 코크스와 같은 고체를 격렬하게 연소시키면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

들 불꽃은 생성한 기체인 일산화탄소가 연소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소에서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기 중에서 공급되는 경우인데, 적당한 산

화물 또는 산화제를 공존시킴으로써 연소를 지속시키거나 또는 일시에 연소시키는 일도 있

다. 예를 들면, 탄소·황·초석(硝石)을 섞은 흑색 화약에서는 초석이, 알루미늄의 가루와

산화철을 섞은 테르밋에서는 산화철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연소를 자체 연소라고 한다. [참

고：두산백과]

rosuA gotjF

표면 연소 증발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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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jQ ehdnal

연소와 소화

방 법 소화의 예

산소를차단한다.

물에적신담요나카펫등으로덮어준다.

모래나흙을뿌려준다.

소화기를사용한다.

온도를낮춘다.
물을 뿌려준다(기름 화재나 전기 누전 화재에서는 물을 뿌려

서는안된다).

탈물질을제거한다.

가스레인지의밸브를잠근다.

산불이났을때, 나무를베어버리거나맞불을놓아불이번지

지않도록한다.

물 질 소화의 예

나무, 종이, 옷, 플라스틱

물을뿌려발화점아래로온도는낮춰준다.

담요나카펫등으로덮어준다.

이산화탄소소화기를사용한다.

가연성액체

천연가스

이산화탄소소화기를사용한다.

분말소화기를사용한다.

전기기구나전선
전기 코드를 뽑거나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기를사용한다.

연소에 필요한 탈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공기 중의 산소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 이들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연소는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소화는 이들 3요

소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하면 된다.

표. 연소의 3요소와 소화 방법

표. 화재 원인과 소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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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화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지금은 도시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70년대까

지만 해도 연탄은 가정의 온돌 난방용으로 널

리 사용되었다. 연탄은 값이 싸고, 일단 불이

붙으면 오랫동안 열을 방출한다는 잇점이 있지

만, 처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아 매우 불편하

다. 이 때 손쉽게 연탄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착화탄이다. 흔히 번개탄이라 불리는 착화탄은

톱밥과 목피를 재활용해 만든다. 제재소에서

생기는 톱밥을 폐된 공간에서 120。C 정도로

가열하면 톱밥이 부분적으로 산화된다. 산화된 톱밥을 분쇄기에서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후,

톱밥이 흩어지지 않도록 톱밥 95%, 본드 0.5%, 가루 3%, 가성소다 0.5%, 물 1% 비율로 혼

합한다. 이것을 성형판 위에 놓고 윗부분에 흑색 화약과 같은 점화제를 뿌린 후, 압력을 가

해 일정한 모양을 만들고 건조기에서 수분 함량 2∼3%까지 건조시키면 착화탄이 완성된다. 

2. 이동식 가스 레인지를 사용할 때, 부탄 가스통의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까닭은?

이동식 가스 레인지의 부탄 가스통의 바로 옆에

서 불이 타고 있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왜 반대

로 얼음이 생기는 것일까? 이 현상은 구름이 생

기는 원리와 같다. 지면의 공기가 따뜻해지면

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한다. 상승할수록 기압

이 낮아지므로 공기가 팽창한다. 팽창을 할 때 주

위로부터 열을 받을 수 있다면 온도 변화가 없지

만 열을 받을 수 없으면 팽창하면서 밖으로 해준

일만큼 공기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므로 온도가 내

려가게 된다. 이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더 두드러져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공기 중에 포함하고 있던 수증

기가 물로 바뀌면서 구름을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 부탄 가스통의 경우도 통 안에 갇혀 있던

부탄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 온도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주변의 수

증기가 통의 표면에 응결되어 물방울이 되었다가 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얼음이 생기는 것

toDghkFrhk  rhkgkR

착화탄(톱밥 95%, 본드 0.5%, 가루 3%, 가성

소다 0.5%, 물 1%의 성분으로 구성됨)

부탄 가스통 표면에 생긴 얼음

흑색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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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1.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내에 있는 사

람에게 비상벨 또는 큰소리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피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

다(주소, 인근의 주요 건물, 화재의 종

류).

ckArh wkfy

3. 화재 발생 상황을 판단하여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비된

소화기, 물양동이, 소화전 등을 사용하

여 불을 끕니다.

4. 전기 배전반에 있는 전원 스위치와 실

내·외에 있는 연료용 가스 밸브는 차단

하여야 합니다.

5. 초기 소화에 실패하거나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문을 닫고

외부로 대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