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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는 정상파
  

 임익섭(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숭덕여중, uri406@paran.com)

Ⅰ. 이론 

  

λ

 

Ⅱ. 활동 & 연구 내용  

 1. 목표

  1) 정상파의 생성원리를 이해한다.

  2) 정상파의 파장과 진폭에 형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한다.

 2. 준비

 3. 유의사항

 4.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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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찰 

1. 진동 에너지와 파장의 길이는 무슨 관계인가?

2. 진동 에너지와 진폭은 무슨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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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활용 실험
  

 박상대(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숭덕여고, sd0691@hanmail.net)

Ⅰ. 이론 

  우리는 화학식 HCl을 ‘염화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염산’이라고도 한다. 왜 그럴까? 정확히 표

현하면 HCl(g)는 염화수소 기체이고, 이 기체가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물에 용해된 수용액을 

염산 HCl(aq)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유독한 염화수소 기체를 주사기 안에서 안전하

게 합성하고, 이 기체가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과 물에 용해되어 산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하

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예전의 포장마차에서 불을 밝히던 아세틸렌(C2H2)을 주

사기 안에서 합성한 후 연소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활동 & 연구 내용  

 1. 목표

  1) 기체 반응에 주사기를 활용한다.

  2) HCl 합성 및 HCl 분수의 원리를 이해한다.

  3) 아세틸렌 합성 및 아세틸렌 연소 반응의 원리를 이해한다.

 2. 준비

  60-mL 나사형 주사기(LuerLOK 주사기), 3-way 콕, 시험관, 1구 실리콘 마개, 스탠드, 클램

프, 클램프 홀더, 휴대용 토치, 염화나트륨(NaCl), 황산수소나트륨(NaHSO4), 약수저, 셉터, 염화수

소가 모인 주사기, 주사바늘, 샬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BTB, 칼슘카바이드(CaC2)

 3. 유의사항

 4. 과정 및 결과

1) HCl의 합성

1. 주사기를 3-way 콕에 연결한 후, 3-way 콕의 아래 부분과 시험관을 [그림 5]와 같이 연결한

다. 이 때, 주사기와 시험관은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사기 피스톤의 움직임이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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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위의 기구를 [그림 6]과 같이 스탠드에 장치한다.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3. 시험관을 열고 염화나트륨(NaCl)과 무수황산수소나트륨(NaHSO4)의 고체 혼합물을 약수저의 

작은 부분으로 7숟가락 정도 넣는다.

   ( ☞ 염화나트륨과 무수황산수소나트륨의 질량비를 1 : 1.6으로 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잘 갈아

서 섞은 후, 밀봉된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며 사용하도록 한다.)

4. [그림 6]의 3-way 콕을 [그림 7]과 같이 조절한 후 피스톤을 잡아 당겨 시험관 내부의 공기

를 빼낸 다음, 다시 3-way 콕을 [그림 8]과 같이 조절하고 피스톤을 눌러서 빼낸 공기를 버

린다. 2~3회 반복한다.

5. 3-way 콕의 다른 한쪽에 주사기를 [그림 9]와 같이 연결한 후, [그림 10]과 같이 시험관 아

래쪽을 휴대용 토치로 골고루 가열한다. 

[그림9]

            

[그림10]

6. 주사기 (가)에 약 50mL 정도의 염화수소 기체를  모은 후, [그림 11]과 같이 3-way 콕을 조

절하여  주사기 (나)에 염화수소 기체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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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7. 기체가 다 모아지면 가열을 중단하고 3-way 콕을 조절하여 시험관의 기체가 새어 나오지 않

도록 한다.

8. 모아진 염화수소 기체 주사기는 주사기 셉터로 잘 막아 둔다.

2) 염화수소 분수

1. 염화수소가 모인 주사기, 주사바늘, 셉터를 [그림 12]와 같이 준비한다.

[그림12]

2. 주사바늘이 셉터 중앙을 통과하도록 한다.

[그림13]
  

3. 셉터를 염화수소가 모인 주사기와 연결한다.

[그림14]

4. 샬레에 물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BTB 용액이 섞인 용액을 약 
23 정도 넣는다.

5. 3번 과정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끝부분을 샬레의 수용액에 수직으로 세워서 담그고 피스톤을 

잡아당겨 샬레의 용액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이 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

록 한다. 

6. 피스톤을 잡은 손에 꽤 큰 힘이 느껴질 것이다. 이 때, 주사기 끝이 샬레의 용액에서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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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그림26]

않도록 주의한다.

    ▶ 주사기 안에서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가?

7. 지시약을 만능지시약 또는 페놀프탈레인으로 바꾸어서 실험해보도록 한다.

3) 아세틸렌의 제조와 연소

1. [그림 25]와 같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민다.

2. 시험관을 열고 0.2g의 칼슘카바이드(CaC2)를 넣는다. 

   (☞ 지름 1cm 정도의 조각을 넣으면 된다.)

3. 3-way 콕을 조절하여 시험관의 공기를 뺀다.

4. 5-mL 주사기에 주사 바늘을 연결한 후, 증류수를 넣는다. 

5. 주사 바늘을 실리콘 마개에 꽂아 관통하게 한 후, 피스톤을 서

서히 밀면서 증류수를 시험관 안에 넣는다. (☞ 증류수가 갑자

기 한꺼번에 공급되면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주의한다.)

6. 주사기 (가)에 50mL 정도의 아세틸렌이 모이면, 3-way 콕을 

조절하여 주사기 (나)에 아세틸렌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7. 아세틸렌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주사기를 분리한 후 즉시 

입구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셉터로 잘 막아 둔다.

8. 아세틸렌이 모인 주사기에 주사 바늘을 연결한다.

9. 주사기의 피스톤을 살짝 눌러서 아세틸렌이 나오게 한다. 이때, 

아세틸렌이 나오는 주사바늘에 불꽃을 갖다 대면 [그림 26]과 

같이 불이 붙는다.

10. 불꽃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보자. 

11. 피스톤을 세게 눌러 보자.

5. 고찰 

1. 실험 1)에서 염화수소가 합성되는 화학반응식은 무엇인가?

2. 실험 2)에서 샬레 안의 용액의 색과 분수의 색은 어떤가? 왜 그럴까?

3. 아세틸렌이 합성되는 화학반응식을 써라.

4.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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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우리 반- 매일 실험 수업만 할 수도 없고, 매일 강의만 할 수는 

없다!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위한 동기유발 요소 찾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떤 성격의 아이들이 있을까?(MBTI 학습 유형)

    아이들을 위한 오늘 나의 수업계획은?

 어디를 긁어 주어야 시원할까? ( Keller의 학습동기 설계이론 - ARCS 모형)

수업에 숨겨져 있는 동기유발 요소 찾기 프로젝트

                       - 대전과학교사모임( 김경숙, 나종태)

모범생(SJ)  장난꾸러기(SP)

꿈나무(NF)꼬마과학자(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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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사례 (1)

단원 3. 물질의 구성 (고대원소설~ 나노로봇까지) 학년 중학교 3학년

동기유발

요소
주의집중 (Attention), 관련성 (Relevance)

자료

형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활동지- 삽화, 만화, 뉴스기사

1. 시선 집중

(1) 동영상 자료

- 발명가와 발명 <현대화학을 세운 라부아지에> 

  

  

- 지식채널 e <빈 공간>              - 과학카페 다빈치 프로젝트 <나노로봇의 탄생>

                   

 

(2) 간단한 실험

- 양초 연소를 통한 연소 반응물 이야기

  :양초 한 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 마이클 패러데이/ 서해문집/ 1998

- 달고나 만들기를 통한 열분해 이야기

- 과산화수소수와 요오드화칼륨 촉매 반응 실험 

2. 탐구적 호기심을 자극하자!

- 오개념 던지기

- 과학사 제시하기

과학 연극 <산소>   만약 ①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산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 ②산소 발견을 

논문으로 쓴 사람, ③산소가 새로운 원소임을 알아낸 사람 중 한명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

면 누구에게 주어야할까? 

- 활동지 만들기

3.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1) 일상을 끌어들이자! STS(과학-기술-사회)

(2) 다양한 활동 섞어서 수업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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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사례 (2)

1) 사이언스파크

사이언스파크3회 - 화학매직쇼

사이언스파크 5회 - 기상천외한 발명품들, 계란 안 깨트리기(충격량)

사이언스파크 6회 - 과학실험(드라이아이스실험, 나일론, 고흡수성 수지), 힘의분산

사이언스파크 8회 - 줄다리기를 이기려면?(마찰력의 원리)

사이언스파크 9회 - 기상천외한 발명품들

사이언스파크11회 - 진공의 세계

사이언스파크 14회 - 진동과 소리

                  - 로켓의 원리: 물로켓, 화약, 최초의 로켓, 한국의 로켓

                  - 압력 : 흔든 콜라를 안전하게 따는 법

사이언스파크 15회 - 초전도체

                  - 자유낙하시의 무게의 변화(무중량 상태)

사이언스파크 19회 - 무중력상태의 경험, 무중력상태에서의 물체의 운동

                  - 2g 상태에서의 물체의 운동

사이언스파크 21회 - 매드사이언스(과학쇼):손바닥위에 불기둥 만들기,끓는납용액에 손넣기

                                        : 버뮤다삼각지대의 미스테리, 굴러가는 체인

                                        : 레이저의 놀라운 힘, 액체질소 대포만들기

사이언스파크 23회 - 충격흡수(에어백, 충격흡수신소재, 방탄복, 달걀자유낙하, 방탄유리)

2) 스펀지

스펀지(e122) - 빙하기에는?(비눗방울도 언다.)

스펀지(e123) - 목소리로 와인잔깨기?

스펀지(e124) - 엽기적인 생활비법(고체연료, 칫솔열변형)

스펀지(e125) - 녹말은 낮은소리에 꿈틀한다.(gel화된 녹말용액의 특성, 점탄성)

스펀지(e126) - 종이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조절하기

스펀지(e127) - 시리얼로 자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스펀지(e127) - 물속에서 총을 쏘면?, 계영배(싸이펀의 원리)

스펀지(e128) - 계란흰자로 안경 김서림을 막을수 있다.(계면활성제), 부직포로 눈꽃을 만

들수 있다.(디클로로메탄의 이용)

스펀지(e132) - 물줄기에 떠있는 유리 구슬

스펀지(e139) - 물로도 불을 붙일 수 있다.

스펀지(e139) -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도 앞바다는 야광이다.(야광충)

스펀지(e140) - 샴푸는 바닥에 떨어트리면 거꾸로 솟아오른다.(점탄성 유체)

스펀지(e158) - 찬물을 6시간 흔들면 데울수 있다.(에너지전환)

스펀지(e163) - 소화제와 세제를 섞으면 로켓처럼 날라간다. 과산화수소 분해반응

스펀지(e164) - 부력의 효과

스펀지(e166) - 달리는차에서 활쏘기(상대속도)

스펀지(e167) - 정전기의 위력

스펀지(e170) - 자유낙하시에 음료수병은?, 오이는 자석을 피해달아난다.(반자성체)

스펀지(e174) - 돛에 바람을 더하면 배가 멈춘다(작용반작용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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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진기를 응용한 멀티 광학실험장치 

1. 작품 구상

이 볼록렌즈 간이 사진기 장치를 이용하여 저 멀리 산(건물 높이)까지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실험장치를 만들게 되었다. 

그림 27 일반학교에서의 간이사진기

왼쪽의 장치는 학교 현장에서 사진기의 

원리를 보여주는 볼록렌즈 간이 사진기

이다. 이 장치는 단순히 볼록렌즈에 의

해서 실상이 트레이싱페이퍼에 맺히고 

실물의 거리에 따라 상의 위치가 다르

다는 것만 아는 수준에 그쳤다.

그림 28 간이 사진기로 저 멀리 있는 건

물의 거리나 높이를 잴 수 없을까? 그림 29 최종 작품의 구조

☞ [작품 제작 최초 동기]

간이 사진기에서 실물의 거리에 따라 상의 위치(트레이싱페이퍼)가 달라진

다면 렌즈공식을 이용하면 멀리 있는 물체까지도 이 간이 사진기를 응용하

면 광학적으로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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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작품 제작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재활용품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초기 작품을 만들

어, 렌즈공식을 적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고 렌즈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실험이 가능

하도록 탐색하였다.

 가) 두꺼운 종이로 만든 볼록렌즈 간이 사진기 옆면을 칼로 폭 1cm 정도로 아래 그

림 24처럼 뚫어 트레이싱페이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렌즈의 중심에서 상의 위치까지 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자를 부착하였다.

    (렌즈공식에서 상의 위치 b를 알기 위함)

 다)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렌즈들은 초점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광학실험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다고 초점거리를 쉽게 측정하는 장치나 방법이 쉽게 드러

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품으로 모든 볼록렌즈의 초점거리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림 30 발명 아이디어 초기 도면 스케치

그림 31 옆면에 창을 내고 자를 부착

하여 쉽게 상의 위치를 결정하여 렌즈 

공식을 확인하는 실험이 가능함.

그림32 볼록렌즈 간이 사진기 앞부분에 

거리를 잴 수 있는 실자를 부착하여 실

물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3. 2차 작품 제작

 1차 작품이 아이디어가 적용과 타당성의 시험단계였다면 2차 작품에서는 본격적인 학

교에서 학습용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견고한 작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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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림 34 

 가) 장치의 안정성과 정교함을 위하여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외부 빛을 차단하기 위

하여 아크릴을 검정색 및 다른 칼라의 비닐로 빛을 차단하였다.

 나) 투명한 아크릴 제작으로 옆면으로 트레이싱페이퍼의 

위치를 상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다) 복합렌즈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치 앞부분에 2

개 이상의 렌즈를 쉽게 착탈 할 수 있도록 나사식으로 돌

려 끼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 


= 



 

그림35 .레이저 빛으로 상의 위치를 정확히 결정 그림36. 렌즈의 수가 달라질 때 렌즈의 중심

이 달려져 옆면 줄자도 2개 부착

☞ 실제로 트레이싱 페이퍼로 상을 볼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정확한 상의 위치인지 목측으로 결

정하므로 정확한 상이 맺히는 위치를 결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작품 위쪽에 붙은 레이저 포인터

를 부착하였는데 이 레이저포인터로 보고자 하는 실물에 레이저 빛을 쏘아 트레이싱 페이퍼로 

보면 레이저 빛이 가장 작은 크기의 점으로 볼 때, 가장 선명한 상의 위치이다.(그림 9)

4. 3차 작품 제작

 1)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를 측정할 때 1/100 mm 까지 재는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를 작

품에 변형 추가하여 정확한 상의 위치(b)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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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볼록렌즈 사진기는 도립상으로 보이므로 사람이 물체를 보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하

다. 그래서 잠망경 모양으로 상을 관찰하는 입구에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바꾸어주는 

필터 기능의 장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림 12)

그림 37.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그림 38.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

 

3) 렌즈를 끼우는 앞부분에 핀홀 카메라로 변신할 수 있는 필터,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필터, 렌즈를 조리개처럼 일부분을 가리는 필터 등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3~17)

그림 39. 볼록렌즈 앞에 필터 장착

(외경 90 mm PVC관으로 제작)작품)

그림 40. 렌즈의 상태를 다양하게 변하

게 하는 여러 가지 필터

5. 작품의 기능 및 학교수업에의 활용 방안

 이 작품은 기존의 간이 사진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렌즈에 관한 

복합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광학실험 장치로

1) 렌즈의 초점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가) 발명품에 착용한 렌즈의 초점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초점거리를 알고자 한다.

 나) 2m 이내에 있는 가까이 있는 물체의 거기를 작품에 붙어 있는 줄자를 이용하여 

거리를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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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를 통하여 물건을 보면서 트레이싱 페이퍼를 움직여 뚜렷한 상이 나타나게 한

다. 대충 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부착된 레이저 포인터로 레이저 빛을 목표물에 비

추고 다시 한 번 상을 보면서 레이저 빛이 작은 크기가 되게 상의 위치를 조절한다. 

 라) 트레이싱페이퍼에 상이 정확히 맺히는 점을 찾아 작품 옆면에 있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의 수치를 읽는다.

 마) 구한 실물거리 a, 상의 위치 b 값을 렌즈 공식에 대입하여 렌즈의 초점거리를 구한다.

 ※ 렌즈의 초점 거리 측정의 예

  가) 물체의 거리 측정값 : 178 cm

  나)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 : 25.5 cm

  다) 렌즈의 공식 








에서  

  

에 a, b 값을 대입하여 미지의 

      초점거리를 구함.   
× 
  

= 22.3 cm  

2) 물체까지의 거리를 광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가) 앞에 1)의 방법에 의해서 렌즈의 초점거리가 구해졌다.

 나) 거리를 알고 싶어 하는 물체를 작품을 통해서 상을 맞춘다.

 다) 앞의 1)의 다)˜라) 의 동일한 방법으로 상의 위치(b)를 찾는다. 

 라) 사용한 렌즈 초점거리f, 렌즈에서 상까지 거리b를 구했으므로 다시 렌즈공식으로 

물체의 위치 a를 구할 수 있다.

 

※ 물체의 거리 측정 예

  가) 과학실의 교탁에서 벽면의 시계를 장치로 보면서 상의 위치를 결정하니 b값이 

23.5 cm였다.

  나) 렌즈 공식 








에서  

  

 = 
× 
  

 = 524 cm 이다.

  다) 실제로 줄자로 통해서 실물까지 재어 보니 517 cm이였다. 

    오차율= 
  


× 100 % = 1.35 %였다. 

    즉 오차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측정결과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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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공식에 의한 거리 측정 조견표]

 작품에 의해서 상의 위치값 b가 결정되면 조견표에 의해서 바로 그 실물의 거리를 측

정할 수 있다.

            조견표1. 구경 76mm 초점거리 22.3 cm 볼록렌즈

             2개 접합렌즈 사용 시 복합 초점거리 11.2 cm

초점거리
(f)cm

상의 위치
(b)cm

실물거리
(a)cm

초점거리
(f)cm

상의 위치
(b)cm

실물거리
(a)cm

22.3 23.1 643.9 11.2 12.1 142.0 

22.3 23.3 519.6 11.2 12.3 119.3 

22.3 23.5 436.7 11.2 12.5 103.2 

22.3 23.7 377.5 11.2 12.7 91.4 

22.3 23.9 333.1 11.2 12.9 82.2 

22.3 24.1 298.6 11.2 13.1 74.9 

22.3 24.3 270.9 11.2 13.3 69.0 

22.3 24.5 248.3 11.2 13.5 64.1 

22.3 24.7 229.5 11.2 13.7 59.9 

22.3 24.9 213.6 11.2 13.9 56.4 

22.3 25.1 199.9 11.2 14.1 53.3 

22.3 25.3 188.1 11.2 14.3 50.6 

22.3 25.5 177.7 11.2 14.5 48.3 

22.3 25.7 168.6 11.2 14.7 46.2 

22.3 25.9 160.4 11.2 14.9 44.3 

22.3 26.1 153.2 11.2 15.1 42.6 

22.3 26.3 146.6 11.2 15.3 41.1 

22.3 26.5 140.7 11.2 15.5 39.7 

22.3 26.7 135.3 11.2 15.7 38.5 

22.3 26.9 130.4 11.2 15.9 37.3 

그림 41. 아크릴로 만든 최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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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합렌즈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렌즈를 끼우는 부분이 개폐식으로 만들어 렌즈를 1개 

또는 2개 이상 접합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렌즈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 


 = 



 ( f :접합 초점거리 )

6. 작품 독창성

 1) 볼록렌즈 사진기 옆면에 구멍을 내고 자를 설치하여 트레이싱페이퍼의 위치

를 보며 또한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로 개조하여 부착하여 빠른 시간에 상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점.

 2) 볼록렌즈 사진기 렌즈를 끼우는 부분을 한 렌즈로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한 

렌즈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착탈식으로 만든 점.

 3) 트레이싱페이퍼에 선명한 상이 맺히도록 할 때 목측(目測)으로는 정확한 상

을 판단하기에는 힘이 드는데 발명품에 레이저포인터를 장착하여 레이저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실물에 비추어 트레이싱페이퍼에 레이저 빛의 상이 작고 선

명하게 보일 때 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게 한 점.

 4) 발명품 앞부분에 렌즈 쪽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종

류의 필터를 착탈식으로 설치하여 핀홀 카메라 장치로 변신이 가능하고 깨어진 

렌즈에서의 상의 관찰 등의 실험도 할 수 있으며

 작은 크기로 휴대하기 편리하여 학교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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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포석정
              윤대혁(울산생활교과연구회)             

1) 프로그램의 개요  : 자기장 속에서 전하의 움직임을 통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자기력)을 이해 할 수 있다. 

2) 과학적 배경 및 연계되는 교과내용

    물리학, 10학년 과학

3) 준비물 : 구리판 2개(400×10×0.1mm), 원형자석(지름 9cm, 두께 1cm), 집게전선 2

개, 6V 건전지 1개, 묽은 황산구리 수용액, 플라스틱 1회용 샬레, 필름통, 글루건, 납땜

인두, 땜납

4) 실험방법

 ① 필름통 바깥쪽에 길게 자른 구리판을 필름통 바깥쪽을 감싼 다음 끝부분을         

납땜한다. 

 ② 같은 방법으로 샬레 안쪽을 구리판으로 감싼 후 납땜한다.

 ③ 글루건으로 샬레 한 가운데의 필름 통을 고정시킨다.

 ④ 샬레를 원형 자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황산구리 수용액을 반쯤 채운다.

 ⑤ 필름통과 샬레를 감싸는 구리판에 각각 전선을 연결한다.

 ⑥ 각각의 전선 양 끝을 건전지에 연결한다.

 ⑦ 물 위에 작은 종잇조각이나 가벼운 물체를 띄워 물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전기포석정>

      

      

5) 원리설명

 자기장 속에서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면 전자기력을 받아서 일정한 궤도를 도는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 실험에서 자기장은 원형 자석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은 

샬레를 수직으로 뚫고 지나간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전해질로 Cu2+이온과 SO4
2-이온이 

녹아있어 전지를 연결하면 Cu2+이온은 -극 방향으로 SO4
2-이온은 +극 방향으로 이동하

는데 Cu2+이온과 SO4
2-은 자기력을 받아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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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플레밍의 왼손법칙)

전자기력의 원인은 자석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들끼리 중첩되어 도선(전류)이 자속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 그리고 전자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법칙이다.  왼손의 중지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검

지를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이것들에 대해 수직으로 편 엄지가 가리

키는 방향으로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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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과학교과연구회 평산초등학교 교사 이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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