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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전병은: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분해하여 보고 이 기체를 모아 폭발반응을 시켜봅,

시다.

이런걸 알게 되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물이 수소와 산소를 구성됨을 알고 수소와,

산소를 비누방울에 모아 폭발반응을 시켜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수산화나트륨수용액 물비누 비커 병 고무호스 알코올램프 양초 약수저 성냥, , , PT , , , , ,

따라 와 왜 안와~

하나의 투명한 병1. PT (1.8L 용기에 두 개의 전극을 만들어 전원장치 건전지 에) ( )

연결한다.

의 용기 뚜껑에 고무관이 잘 맞도록 구멍을 뚫은2. 1)

다음 고무관을 끼운 후 용기 안에 의 수산화나트1M

륨수용액을 정도 넣고 뚜껑을 잠근다 이 때 고무5/6 .

관이 수산화나트륨수용액에 닿지 않도록 뚜껑 근처에

위치하도록 한다.

또 하나의 병 을 반으로 잘라 밑에 있는 용3. PT (1.8L)

기 안에 에서 연결한 고무관을 바닥에 붙여 놓고2)

용기 안에 물비누를 넣는다 물비누 주방용 액체세.( :

제와 물을 섞은 것)

스위치와 연결하여 하나의 회로를 만든다4. .

의 용기에서는 비누거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거품을 시약스푼으로 떠서 불을5. 3)

붙여본다.

주의사항* : 너무 많은 거품에 불을 붙이지 말 것.



생각 모으기

전원장치 건전지 에 연결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두 개의 전극에서 어떤 현상이1. ( )

일어나는가?

극과 극에서의 발생되는 기체의 양은2. (+) (-) ?

비누거품에 불을 붙이면3. ?

두 극에서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4. ?

그래 바로 이거야, !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하며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1. (+) , (-) .

2. 극에 연결된 전극에서의 기체발생이 극보다 활발하며 그 양이 두 배가된다(-) (+) , .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 되는데 그 부피비가 수소 산소 로 발생하며3. : = 2 : 1 ,

반대로 수소와 산소가 합성하여 물이 될 때도 같은 부피비로 반응한다.

비누거품 안에는 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로 들어 있4. 2:1

어 수소가 연소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거품 안.

에 있는 모든 수소기체가 충분한 산소 속에서 연소하므로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

나 그 소리가 요란하게 되는 것이다.

공기 중에서 수소만 연소하면 그 소리가 작게 된다 그 이유는 공기 중의 산소와5. .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 그 산소가 작고 따라서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처음에 발생한 비누거품은 불을 붙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이6. . ? :

유는 기체가 발생하기 전에 용기 속에 공기가 있었고 그 공기가 나오기 때문이

며 나중에 그 공기가 다 나오면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만이 나오므로,

폭발음이 난다.

왜 수소가 연소할 때 폭발음이 들리는 것인가 그 것은 수소가 연소할 때 그7 ? :

열로 인하여 기체의 부피가 팽창되어 주위의 공기와 부딪치는 소리다 이는 번개.

가 칠 때 엄청난 전기에너지로 공기의 열팽창이 일어나 주위로 공기가 뻗어 나가

면서 주위의 공기와 부딪쳐 천둥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비누거품 속에 갇혀있는 수소기체는 거품 안에 그대로 있을까 비누거품을 떠8. ? :

서 초 지나 불을 붙여 보면 그 소리가 작다 이는 수소가 거품 속에서 나온다는5 .

것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기체를 완벽하게 가두기에는 힘이 든다고 하겠다.

. 심화( )

수소를 태우는 자동차▶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 하나가: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석유이다 그러나 석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계가 있.

어 곧 다 써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없어져 가는 석유를 대신할 여러 가지 연료.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연구 중에 수소에 관한 연구도 있다 수소는 앞. ‘ ’ .

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상에 거의 무진장한 물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연소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매우 이상적인 연료가 될 수 있다 자동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솔린과 비교해 보면 수소는 같은 무게일 때 가솔린의 배2.7

나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부피는 액화시키면 가솔린의 약 분의 정도 밖에, 4 1

안 된다.

하지만 수소 연료를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어떻게 간편하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통 자동차가 싣고 다니는 가솔린의 양.

은 리터 정도인데 이 정도의 수소를 운반하려면 수소실린더의 무게만도 톤이나 되56 , 1

어야 한다 따라서 수소 자동차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도 적은 부.

피에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수소 연료 자동차가 아직.

까지 실용화되지 못하는 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공기나 산소와 접촉하면 위의 실험에서 본,

것처럼 쉽게 불이 붙는다 수소 공기 혼합기체는 불꽃을 튀겨주면 조건에 따라 폭. -

발적인 연소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폭발이 일어나는 농도범위가 커서. (4˜

폭넓게 폭발이 일어난다 또한 불이 붙는 발화에너지가 작아 아주 미세한 정75%) .

전기에도 쉽게 발화한다 따라서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가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장 기술의 문제이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지만. ,

표준상태 기압 에서 이 나된다 때문에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기(0 , 1 ) 2g 22.4L .℃

위해서는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야 한다 대안으로 수소저장합금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해서 자유자재로 옮겨 다

니기가 어렵게 된다 이 합금의 밀도는 물보다 배정도 크다 이 때문에 가벼우면. 8 .

서도 수소저장능력이 높은 합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