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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박세희:

발표 학생 임상빈오세종이상민임재환: , , ,

휴대전화 디디털 카메라의 공통점은, MP3, ?

배터리나 건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배터리나 건전지를 화학전지라고 하는데요 화학전지란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가진 금속이 전해질을,

통해 전자를 주고받으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즉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 ,

지로 바꾸는 장치랍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전지를 만들어 불을 켜볼까요. ?

이런걸 알게 되요

직접 전지를 만들어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가진 금속이 전해질을 통해 전자를 주고받으며 전류가 흐

르는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마그네슘 리본 구리테이프 키친타월 필름통 투명테이프 소금물 과산화수소수 발광다이오드, , , , , + , ,

스포이트 다이오드 커넥터,

따라 와 왜 안와~

전지 만들기

구리테이프의 긴 면의 윗부분을 정도 남기고 반으로 접어놓는다2cm .①

마그네슘 리본의 한쪽을 정도 남기고 키친타월로 싼다2cm .②

번의 전지를 개 더 만들어 키친타월에 소금물 전해액 에 살짝 적신다3 ( ) .③ ②

구리테이프에 전해액에 적신 키친타월부분을 감싼다 이때 완전히 감지 말.④

고 구리테이프의 접착부분을 제외하고 정도 남겨 둔다5mm .

전지 개 완성 구리테이프는 극 마그네슘은 극 이다 마그네슘과1 ! ( (+) , (-) .⑤

구리테이프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위의 과정은 번 반복하여 개의 전지를 만든 다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3 3 .⑥

극 극 극 극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한다(+) (-) -(+) (-) .… …

커넥터의 빨간색 다리쪽에 발광다이오드의 긴 다리 극 를 연결하고 필름통 뚜껑 가운데에 구(+ ) ,⑦

멍을 낸 후 커넥터를 끼운다 발광다이오드의 다리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커넥터의 빨간전선 극 구리 마그네슘 커넥터의 검은색 전선 극 순서가 되도록 발광다이오(+ )- - - (- )⑧

드를 연결하여 불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전지의 번 전지를 제외한 번 번 전지를 투명테이프로 감싼다3 1 ,2 .⑨

커넥터에 전지의 극과 극을 맞추어 연결한 뒤 연결부위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잘 접어 필(+) (-) ,⑩

름통에 넣는다.



① ② ③ ④

⇒ ⇒ ⇒ ⇒

⑤ ⑥ ⑦ ⑧

⇒ ⇒ ⇒ ⇒

⑨ ⑩

⇒ ⇒ ⇒

불이 안들어와요?♣

발광다이오드의 극과 극이 전지의 극과 극에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 (-) .①

만들어 접은 전지의 접촉부분이 떨어져 있는지 전지끼리 극 극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 (+) , (-)②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같은 극끼리 붙어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

마그네슘 전지를 접을 때 너무 세게 접으면 마그네슘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③

생각 모으기

키친타월을 소금물에 적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 ?

전해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2. ?

마그네슘 전지에서 극과 극은 각각 어떤 금속일까요3. (+) (-) ?

극(+) :

극(-) :

마그네슘과 구리 대신 사용 가능한 금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4. ?

그래 바로 이거야, !

화학전지의 원리1.

화학전지란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마그.?



네슘과 구리테이프를 이용하여 만든 전지는 볼타 전지의 한 종류에 속하는데 이러한 전지는,

회용 전지로 충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다1 .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2. ?

산화 환원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며 전자의 이동에 따라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

으로 나뉘게 된다 서로 다른 금속을 전해질 안에 넣으면 전해질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며 전. ,

지는 이러한 전자의 이동을 이용한 것으로 각 반쪽 반응을 합한 것이 전지 반응식이 된다.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으로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전자를

쉽게 잃어 산화되고 이온화 경향이 작을수록 전자를 쉽게 얻어 환원이 잘된다, .

산화되는 쪽은 전자들이 나오는 쪽이므로 전지의 극이 되고 환원되는 쪽은 전자들이 들어(-) ,

가는 곳으로 극이 된다(+) .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금( )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온화경향이 작다

전자를 잘 내 놓는다 전자를 잘 받아들인다.

전지의 극 전지의 극(-) (+)

따라서 전자가 나오는 마그네슘은 극 전자를 받아들이는 구리테이프는 극이 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