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손난로 만들기

☞ 강의 Tip.
이번 단원에서는 손난로를 만들어보며 어떤 원리로 열을 방출하는지 설명해주
세요 열을 방출하는 발열반응과 열을 흡수하는 흡열반응의 예를 통해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물질의 상태변화와 열에너지의 출입

▩ 발열반응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밖으로 열이 방출 되는데 이를 발열반응 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을 하면 생성물질 주변이 뜨거워집니다. 금속의 산화연료의 연소, 중화반
응 등의 화학변화는 물론 기체의 액화 , 액체의 응고 ,등의 상태변화도 발열반
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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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열반응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트산나트륨은 많은 분야에서 쓰이지만 특

반응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크면 그 차이만큼 외부에서 열을

히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난방기구의 보온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흡수해야 하므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반응을 하면 주변이 차가워집

인해

니다. 탄소와 물을 반응시켜 공업용 연료로 사용하는 수성가스 (일산화탄소와

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체에 크게 유해한 점이 없으며, 무수

수소기체의 혼합물)를 만드는 반응이 대표적인 흡열반응이며 병원 응급실에

화물아세트산나트륨(Sodium Acetate Anhydrous)은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됩니

고열 환자가 오면 먼저 응급조치로 몸에 알코올을 묻히는 것도 액체상태의 알

다. 쌀의 탈취를 위해 0.2-0.3%의 수용액을 사용하며 소스, 케첩, 마요네즈, 소

코올이 기화되어 날아가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내리기 위한 흡열

시지, 빵 등에 산미료로 쓰일 수 있고, 그 외에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기도

반응의 예입니다.

합니다.

겨울에 손난로를 사용하면서 아세트산나트륨(Sodium Acetate)을 실생활

☺ 재미있는 이야기!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한 이유
비가 오기 직전의 습한 날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땀의 증발이 잘 일어
나지 않고 또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비로 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므로
무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건조한 때에는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열에너
지를

빼앗아가서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기온이 더 높더라도 비가 오기 직

전보다 덜 덥게 느껴집니다.

▩ 과포화용액

☺ 재미있는 이야기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을 용해도 이상으로 녹인 경우를 말합니다. 용해도의

비누를 만드는 과정도 발열반응이에요!!

한도 만큼 녹아 있는 포화용액을 천천히 식히거나 용매를 서서히 증발 시키면

① 폐식용유를 거름체에 걸러 찌꺼기를 제거합

만들 수 있습니다.이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용질의 결정 또는 이물

니다.

질을 용액에 넣어 주거나 가볍게 저어주면 과포화상태로 녹아 있던 물질이 고

② 폐식용유를 눈금실린더로 정확하게 재어 우

체상태로 석출되고 포화용액이 됩니다.

유팩에 넣습니다.
③ 밀봉된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전자저울로 정

▩ 아세트산나트륨

확하게 잰 다음 우유팩에 넣어 나무젓가락으로

아세트산나트륨의 형태는 무색의 가루 또는 덩어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초

젓습니다.

산 냄새가 나는 고체 결정입니다. 또한 습기를 잘 흡수하며 물과 알코올에 잘

④ 폐식용유의 양과 젓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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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의 양을 다르게 하여 비누를 만드는데 굳는 속도, 비누의 단단한

습니다. 철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정도를 비교합니다.

산화철이 되어 스는데 산화되기 전 반응물

⑤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다르게 하여 가장 적당한 비율을 찾습니다.

보다 산화된 후 생성물의 전체 에너지가 낮

⑥ 그늘 ,햇빛 ,냉장고, 오븐 등 건조 장소를 다르게 하여 비누의 단단한 정도

아 안정해지므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

를 비교합니다.

어나며 열이 방출됩니다. 즉 철은 가만히

→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의 습기와 만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흡

놓아두면 자연히 녹이 슬며 이 반응은 보통

습성 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수산화나트륨은 실험값에 영향

매우 천천히 일어나서 철이 녹슬 때 열이

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식용유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일 때 열이 발생하는

생기는 것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열이 발생하는 발열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러나 손난로 안에는 적당한 크기의 고운 철가루가 들어 있어서 철이 매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물이 묻은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빨리 산화되고 몇 분 내에 온도가 30℃~60℃까지 올라갑니다. 덩어리보다 가
루가 물에 빨리 녹듯이 물질의 표면적이 클수록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빠르기

☺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에 철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활성탄도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냉장고 안은 시원한데 왜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물과 산소가 없으면 철의 산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냉장고 뒷면은 뜨거울까요?

소량의 물이 필요하고 손난로의 봉지를 뜯어 산소와 접촉할 때야 비로소 산화
가 시작됩니다. 질석과 톱밥은 충전재, 단열재의 역할을 하며 철이 다 산화되

냉장고는 냉매를 이용하여 흡열반응을 일으키는 증발기와 냉매를 액체상태로
만들어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압축기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냉각장치 속 흡열반응으
로 냉장실안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주며, 이때 냉매로 이동한 열은 압축기의
발열반응을 통해 냉장고 뒤로 빠져나갑니
다. 냉장고 뒷면이 뜨거운 이유는 응축기
의 발열반응 때문입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흔들면 따뜻해진다
흔들이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 소량의 물, 소금, 활성탄, 질석, 톱밥이 들어 있

면 반응이 멈추고 손난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