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람쌤과 함께하는 온라인 꾸러미 과학 실험 활동지

▌얼음이 녹을 때의 온도 변화 측정
20 년 (

)월 (

)일 (

)교시 학번 (

) 이름 (

)

1. 실험 목표 : 얼음이 녹을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얼음이 녹는 온도(녹는점)를 찾을 수 있다.
2. 실험 준비물 : 온도계, 약병(60cc), 물, 가위, 초시계(핸드폰), 방안지, 자, 필기도구, 풀
3. 실험 방법
① 약병의 입구를 가위로 자르고, 온도계를 끼
운다.
② 약병에 물을 50cc정도 채운 뒤 냉동실에서
4시간정도 얼린다.
③ 비커에 미지근한 물을 담은 후, 0℃ 아래의
온도로 얼린 ②의 실험도구를 꺼내 비커
안에 담근다.
④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얼음이 다
녹은 후 온도를 5분 정도 더 측정한다.

실험 유의사항
☑ 온도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약병의 입구를 잘라 온도계를 끼울 때, 구멍을 처음엔 작게 만든 후 넓힌다.
그래서 온도계가 약병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약병의 입구와 온도계를 고정시킨다.
☑ 약병에 물을 채울 때 가득 채우지 않는다. (물이 얼 때 부피가 늘어나 약병이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 0℃ 아래의 온도로 냉각되었는지 확인한 후, 냉동실에서 얼린 실험도구를 꺼낸다.
☑ 냉동실에서 얼린 실험도구를 꺼낸 후 바로 온도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커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준비한 뒤에 냉동실에서 얼린 실험도구를 꺼낸다.

4. 얼음이 녹을 때 온도 변화 측정 결과
①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시오.
시간(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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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방안지에 직접 그린 것을 붙이시오.)

③ [해석하기] 실험 결과 그래프를 바탕으로 얼음이 녹을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얼음이 녹는 온도가 몇 ℃라고

생각하는가?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2. 얼음이 녹는 동안의 온도 변화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단, 얼음이 녹기 전이나 모두 녹은 후의 온도 변화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얼음 상자(아이스 박스) 속에 얼음과 음료수를 채운 후, 얼음이 반 정도 녹으면 얼음 상자 안에 있는
음료수의 시원한 정도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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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모형
20 년 (

)월 (

)일 (

)교시 학번 (

) 이름 (

1. 실험 목표 :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모형을 통해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실험 준비물 : 과자나 쌀 등
3. 실험 방법 : 아래의 원에 각 상태에 따라 입자 모형을 배열한다.

고체

액체

기체

①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모형 해석

입자 모형의 움직임은 고체 → 액체 → 기체 로 갈수록 활발하다.
물질을 가열하면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입자의 운동이 점차 활발해지다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끊어질 정도로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지고 인력도 약해진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상태 변화 중에는 가한 열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모두 사용된다.

② [오개념 주의] 아래 내용은 학생들이 자주 갖는 오개념입니다.

얼음이 녹는 까닭은 얼음의 냉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차가운 성질을 냉기라고 표현하며 물질에서 냉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질이
녹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은 열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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