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 손전등만들기 (전기회로)

☞ 강의 Tip.
이번 단원에서는 회로를 직접 꾸며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
는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봅니다. 전류의 흐름이 추상적인 개념
이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면,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생각해볼까요
과학시간에 볼 수 있는 전구, 전지는 실생활에서 다양 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
습니다. 시와 같은 작은 전자제품에서 라디오, 리모컨과 같은 가전제품에 건전
지가 없다면 모두 멈춰 일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휴대용 손전등, 성탄트리

< 닫힌회로에서의 전류의 흐름 >

등에서는 꼬마전구 의 모습을, 우리가 생활하는 방, 교실, 가로등을 보면 저
마다 용도에 맞는 전구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부품을 이용한 전기

▩ 전지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회로는 다양한 곳에서 쓰이며 주위를 밝게 하거나,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전지의 직렬연결
전체 전압은 각 전지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

▩ 전기회로

다. 즉, 전압은 전지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연결한 것을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V = V1+V2+V3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건전지, 전구, 니크롬선, 전동기, 스위치 등이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있으며 이들은 도선으로 연결됩니다. 회로의 접속 방법에 따라 직렬 회로와

수 있으나 전지의 수 명은 짧아집니다.

병렬 회로로 구분하기도 하고, 전기가 흐르는 닫힌회로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열린회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기 회로를 꾸밀 때는 전기의 흐름을 생각하

(2) 전지의 병렬연결

며 회로 부품을 차례대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전체 전압은 전지 1개의 전압과 같습니다.
V = V1+V2+V3 / 3

▩ 전기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는 길의 특징

전압이 같은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

(1) 직렬연결에서는 스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든 하나의 스위치로 전류를 흐르

의 크기는 변화 없으나, 수명은 길어집니다.

게 또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 병렬연결에서는 전선이 갈라져 있어서 다른 길에 있는 스위치는 또 다른
길에 있는 전구나 전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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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 속의 전자의 운동과 전류

다. SenseBridge 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Heart

(1)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전기 회로가 끊어져 있을

Spark는 $69(약 8만원) 가격에 현재 판매 중이며, 특이

때에는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하므로 도선 전체 로 볼 때 전

하게 통합 무선 수신기와 작은 LED를 지원합니다. 심장

자의 이동이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박동에 따라서 LED 불빛이 반응하여, 심장과 가까운 가

(2) 전류가 흐를 때 : 스위치를 닫으면 (-)전하를 띤 전자들은 전기력을 받아

슴에 두면 더욱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이 펜던트

전지의 (-)극 쪽에서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

를 하고 연말파티에 참석한다면, 여러분이 한눈에 반한

동하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꼬마전구 때문에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연말이 되면 길거리는 반짝반짝 화려하게
변신해, 가로수에 설치된 꼬마전구들이 빛
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
이는 이 빛이 나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를 줍니다. 나무는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로 내려가면 광합성도 하지 않고 수분과
양분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듬해 봄
이 올 때를 대비해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
다. 그런데 나무를 칭칭 감은 꼬마전구는
밝은데다가 온도도 28도나 돼서 나무의
겨울잠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겨울잠을 제
대로 못잔 나무는 시름시름 말라 죽거나
봄이 되어도 잎눈을 바로 맺지 못합니다.

▩ 심장박동을 알려주는 전기회로 팬던트
그동안 많은 장신구를 보셨겠지만, 전기회로를 응용한 제품의 예를 찾아보기
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개할 Heart Spark 펜던트는 앞으로 만나
게 될 멋진 이성에게 누구보다 먼저 눈에 띌 만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