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에어로켓
실험주제 기체의 성질과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알아보고 에어로켓을 만들어 봅니다.

1 기체

공기는 일정한 공간
을
차지하고 있구나!!
① 담는 그릇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집니다.

빨대에 담긴 공기

빨대 속에도
공기가
차있었네~

빨대 속에는 공기가
있어서 입을 대고
불면 빨대 속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
방울이 생깁니다.

풍선에 담긴 공기

풍선을 불고 주둥이
를 막았다가 놓으면
안에 담긴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
기방울이 나옵니다.

우린 공기!!
밖으로 나가자~
야호

②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크게 변합니다.
열기구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의 부피가 늘어
나서 위로 떠올라!!

온도에 따라 변하는 기체의 부피

압력(힘)에 따라 변하는 기체의 부피
압력

오예!! 공간이
넓어졌어!!
하늘로
떠올라!

기체는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식히면 다
시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서 열기구를 하늘로 띄웁니다.

압력

손가락을 주사기 입구에서 떼고 피스톤을 잡
아당겨 공기를 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주사기
의 입구를 막고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면 공기
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듭니다.

2 공기의 힘 (압력)
빈 플라스틱 병 입구에 고무풍선의 끝 부분을 끼운 뒤
풍선이 커지지
못하네~?!
안쪽으로 밀어 넣고 고무풍선을 불어 봅니다.
< 실험결과 >
처음에는 풍선이 약간 커졌으나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부는 것을 멈추었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 병 속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풍선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불어도
풍선이 커지지 못합니다.

3 작용 반작용의 법칙
두 물체가 서로 밀 때,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됨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가스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로켓이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
반작용
작용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 작용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 반작용

달리기 선수가 받침대를
이용해 출발할 때
작용
작용

반작용
반작용

사람이 받침대를 뒤로 미는 힘 : 작용
받침대가 사람을 앞으로 미는 힘 : 반작용

반작용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반작용

작용

바퀴가 도로를 미는 힘 : 작용
도로가 바퀴를 미는 힘 : 반작용

작용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가 못을 때리는 힘 : 작용
못이 망치를 밀어내는 힘 :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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