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주사기에어글라이더

☞ 강의 Tip.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최초로 측정했습니다. (수은 :유동성이 있고 밀도

이번 단원에서는 기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공기의 압력과 관련

가 큰 물질)

된 실험이나 현상을 찾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실험과정①수은을 가득 채운 1 m 길이의 유리관을 준비한다.
②수은이 담긴 수조에 유리관을 거꾸로 세운다.

▩ 기체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실험결과

작용하지 않아서 모양과 부피가 자유롭게 변

* 1기압일 때 유리관 속의 수은이 내려오다가 76 cm 높이에서 멈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체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

*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A) = 수은 기둥의 압력(B) =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C)

가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
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불규칙하

정리

게 움직이는 직선 운동인 <병진운동>, 기체

*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 cm에서 멈춘다.

분자들이 질량중심의 이동 없이 회전하여 움

* 유리관의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일정하다.

직이는 <회전운동 >,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 기압이 높아질 때：수은 기둥의 높이는 높아진다.

사이 의 떨림이 일어나는 <진동운동 >등을

* 기압이 낮아질 때：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

합니다.

▩ 기압
기압이란 공기가 내리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물이 누르는 힘을 수압이라고
하는 것 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공기나 물 모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공기 하나하나는 너무나 작고 가볍지만 수억 개의 공기가 집단으
로 누르면 그 힘은 엄청 나게 됩니다. 지구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때,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구 대기의 압력을 대
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 기압의 측정
기압의 측정(토리첼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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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의 법칙

도와 기체의 부피에 관한 법칙으로 ‘기체 팽창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662년 아일랜드의 R.보일이 실험을 통하여 발견하였고, 또 1676년 E.마리오
트도 독자적으로 발견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보일-마리오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용기 속에 넣어둔 기체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용기 벽에 충돌하여 힘을 주는데, 이처럼 충돌에 의하여 용기 벽의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 기
체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여 충돌횟수도 증가하므로 기
체의 압력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합니다. 보일은
실험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사실
을 발견했습니다. 기체분자의 크기가 0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기
체의 경우, 부피가 1/2배가 되면 압력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보일의 실험에
서는 적은 양의 기체를 사용하여 이상기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물총 만들기
1. 빈 병 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2. 구멍에 빨대를 끼우고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이
때,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합니다.)
3. 사인펜 뚜껑에 압정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1개
의 빨대 끝에 붙입니다.
4. 물이 새지 않도록 투명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합
니다.
5. 병 속에 물을 담고 빨대로 입김을 불어 넣으면

▩ 샤를의 법칙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하는데, 온도가 1℃ 증가할 때 기체의 부
피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
없이 온도가 1℃ 올 라갈 때마다 0℃일 때 부피의 1/273씩 증가합니다. 이 법
칙을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이 발견하였으므로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온

다른 쪽 빨대 구멍에서 물이 튀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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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이야기
공기압력 마사지 기계
이 기계는 손으로 지압하고 주무르는 감각으로 마
사지를 해줍니다. 부드러운 공기압력 마사지기구이
므로 전기나 물리적 충격이 없고 매우 쾌적하며 상
쾌함을 줍니다. 또한 공기압을 이용해 감전, 화상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주무르는 속도는 혈액 순환
속도에 가까우며, 공기를 뺄 때는 호스를 분리하면
되므로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외에 순수한 자신만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몸은 공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표면에서는 체내
와 체외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기압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
면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데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대높이는 1만 2,000m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기압이 지표
면의 1/8에 불과해 체내보다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를 폐 속으로 밀어 넣
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