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 미니가습기

☞ 강의 Tip.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면 상태가 변합니다. 즉, 물질이 물질 그 자체는 변하지

생활 속에서 습도가 높을 때와 건조할 때 어 떤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하면 좋

않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로 그 외형만 변하는 것을 상

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태 변화라고 합니다. 물 또한 온도에 따라 모양은 변하나 그 성분이나 성질은

가습기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물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뿜어냅니다. 물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물로,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고, 온

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수증기로 변하여 습도를 더해줍니다. 이때 물의 상태가

도가 낮아지면 그 반대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기체로 변하는 기화에 는 증발과 끓음이 있으며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
는지 비교하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습도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절대 습도
공기 1㎥ 속의 실제 수증기량 (g/㎥)
상대 습도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 량과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
(1)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습도가 높다’고 하고, 수증기의 양이 적으
면‘습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2)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며,

▩ 증발

옷장에 넣어둔 옷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습도를 낮추기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의 기화를 말하며, 액체의 온도가 끓는점에 이르지 않아

위해 난방을 하거나 실리카겔 같은 습기 제거제를 사용하여 습도를 낮춰줍니

도 일어납니다. 액체가 증발할 때 흡수되는 열을 기화열 또는 증발열이라 합

다.

니다. 손등에 알코올을 바르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알코올이 증발할 때 손

(3) 습도가 너무 낮으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나기 쉽고 피부가 따끔거

등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며, 수영장에서 몸의 물기를 잘 닦지 않

리거나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습기를 틀거나 실내에 어항

으면 추위를 더 느끼는 것은 몸의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

을 설치해서 습도를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니다

▩ 물의 상태변화

▩ 끓음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며,

(1) 액체가 계속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기압이 점점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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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침내 외부 압력과 같아지게 되면 끓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넓은 공간의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형태

(2) 액체의 끓음 현상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전체에서의 기화 현상으

로 변합니다.

로‘비등’이라고도 하는데, 액체가 끓는점에 도달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열이 액체의 기화열입니다. 기화열은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

▩ 가습기

는데 쓰이므로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에는 온도가 오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1) 건조한 실내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됩니다.

(2) 가습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실내로 뿜
어지게 합니다.
(3) 가습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실내 습도를 높이고,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가습기 안에 세균이 번식하
여 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분무되므로, 청결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습기의 종류
분무 방식에 따라 원심 분무식, 초음파 분무식, 가열 분무식, 필터 기화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발

(1) 원심 분무식 가습기

끓음

흡입한 물을 분무기 안에서 빠르게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물이 가습기 내

▩ 수증기와 김

부 벽면에 부딪치게 되고, 벽에 부딪쳐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진 물방울을 분

(1) 김과 수증기는 둘다 물의 성분 이라는 점은 같지만 크게 다른점이 있습니

무시키는 원리입니다.

다. 수증기는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한 기체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2) 초음파 분무식 가습기

김은 수증기보다 온도가 낮은 물 입자가 공중에 떠있는 콜로이드 상태 즉, 액

물속에 놓인 진동자에 초음파의 전기신호를 보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이

체 상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동으로부터 안개를 발생시켜 분무하는 원리입니다.

(2) 스팀다리미 끝 부분에서 약 4~5cm떨어진 곳에서 흰색 김이 보이며, 다리

※ 초음파 :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약 20000㎐ 이상의 높은 진동수(주파

미의 밑면 바로 아래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나옵니다. 높은 온도

수)를 가지는 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소리(음파)와 그 성질이 비슷하지만 진동

로 가열된 물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해 다리미의 밑면으로 나오다가 실내

수가 커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초음파는 진동수가 커서 다른 음

의 차가운 공기(20~30°)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식으면서 물로 변합니다. 이렇

파와 달리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매우 크며, 물체를 진동 시키는

게 변한 물은 수증기의 작은 분자들이 뭉친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아주 작은 물 입자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 입자에서

(3) 가열식 가습기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퍼져 나간 물 입자는 워낙 작

히터나 전극봉으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켜 분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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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터 기화식 가습기

1시간 = 60분이므로 1.5시간 = 1.5×60분 = 90분입니다. 1분에 0.004L를 내뿜

젖은 필터 사이로 공기를 통하게 하여 물을 증발시키는 원리의 가습기입니다

으므로 가습기 1대가 90분 동안 내뿜은 물의 양은 0.004 × 90 = 0.36 (L) 이
고, 가습기가 10대라면 0.36 × 10 = 3.6 (L)를 뿜은 것입니다. 즉 가습기 10대

☺ 재미있는 이야기
가습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습기의 물을 매일 갈아주어야 하며, 끓였다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가 1.5시간 동안 내뿜는 물의 양은 3.6L가 됩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니다. 또한 물을 갈 때마다 물통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세제는 가능하

증발은 언제 잘 일어날까요?

면 사용하지 말고 굵은 소금을 물에 조금 넣고 흔들어서 씻어 주면 물때가 깨

(1) 온도

끗하게 없어집니다.

물질의 온도를 높여 주면 액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기압이 점점

가습기의 물을 갈 때에는 남은 물까지 모두 갈아줍니다. 가습기를 사용 하더

커지므로 증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흐린 날보다는 햇빛이 잘 비치는 날, 겨울

라도 여러 차례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습기

보다는 여름에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는 2~3m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굵고 차가운

(2) 바람

수분 입자가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해로울 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액체의 증발을 도와주므로 액체의 증발이 더 빨라지

있습니다.

게 됩니다. 따라서 바람이 잘 부는 날 빨래가 잘 마르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
어로 머리를 말리면 빨리 마릅니다.
(3) 표면적
표면적을 넓게 해주면 증발하는 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빨라지므
로 빨래를 뭉쳐 놓지 않고 펴서 말리면 더 잘 마릅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가습기로 본 수학문제
1분에 물 0.004L를 내뿜는 가습기가 있습니다. 이 가습기 10 대를 1.5시간 동
안 사용했을 때, 내뿜어진 물의 양은 모두 몇 L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