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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형

물의 표면적 변화에 따른 끓는점과 끓는점 도달 시간
물을 끓이는 용기의 특성에 따른 끓음 양상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끓는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액체 상태의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많은 잠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끓고 있는 물은 계속 가열돼
도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대략 일정하게 유지된다.
○ 거품이 끓음을 도와준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거품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거품은 물 내부의 표면장력과 대기압을
모두 이겨내야 생성될 수 있다.
○ 울퉁불퉁한 면으로부터 기포가 생성된다.
거품이 형성된 뒤에만 거품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거품이 아예 없는 곳에선 거품 형성이
불가능하다. 거품이 형성되지 않으면 초가열이 일어난다.
□ 연구 주제 선정(목적 및 필요성)
○ 인식론에 대한 논의 –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물의 끓는점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알아본다.
□ 연구 방법
○ 가설 설정과 수정 과정을 거친다.
○ 화학과, 생물과에 존재하는 비커의 종류, 각 비커 종류마다 크기를 조사한다.

연구개요
및 내용

○ 실험 1
물이 용기에 닿는 면적에 따라 끓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용량
의 삼각플라스크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한다.
○ 실험 2
물이 용기에 닿는 면적에 따라 끓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용량
의 둥근바닥플라스크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Heating Mantle로 가열한다.
○ 실험 3
물이 용기에 닿는 면적에 따라 끓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용량
의 삼각플라스크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Oil Bath로 가열한다.
○ 실험 4
용기 표면의 울퉁불퉁한 정도에 따라 끓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질이
다른 용기(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테프론)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일정 시간동안 가열한다.
○ 실험 5
물에 용해된 기체가 끓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재질인 용기에
탄산수를 넣고 일정 시간동안 가열한다.
○ 실험 6
물이 용기에 닿는 면적에 따라 끓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재질
인 용기에서 물의 표면적을 달리하여서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일정 시간동안 가열한

다.
※ 제한점 :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하였고, MBL 온도센서의 흠에서 기포가 발생했으며 온
도 센서의 오차로 시작 온도가 달라 실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처음 가설 : 물의 표면적과 끓는점은 관계가 있으며, 물을 담는 용기가 달라지면 용기에
닿는 물의 표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끓는점이 달라질 것이다.
○ 가설 수정 : 물의 표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기포가 생길 수 있는 틈의 수가 많아지므로 생성되는
기포의 양이 달라져 끓는점이 달라질 것이다.
○ 실험 1
1) 100mL, 200mL, 300mL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한다.
2) 증류수의 온도를 MBL 온도센서로 측정한다.
3) 온도가 5분 이상 일정할 때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판단한다. 기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온도와
일정한 온도를 측정한다.
○ 실험 2
1) 100mL, 200mL, 300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NaCl 수용액으로
중탕한다. NaCl 수용액은 1000mL heating mantle로 가열한다.
2) NaCl 수용액과 증류수의 온도를 MBL 온도센서로 측정하고, 가열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3) 온도가 5분 이상 일정할 때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판단한다.
○ 실험 3
1) 100mL, 200mL, 300mL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oil bath로 가열한다.
2) MBL 온도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가 5분 이상 일정할 때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판단한다.
○ 실험 4
1) 250mL 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테프론 비커에 증류수를 200mL씩 넣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한다.
2) MBL 온도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3) 30분간 측정한다.
○ 실험 5
1) 250mL 비커에 탄산수를 200mL 넣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한다.
2) MBL 온도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3) 30분간 측정한다.
4) 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비커로 실험한다.
○실험 6
1) 250mL 비커 안에 100mL 비커를 넣고 증류수를 넣어 핫플레이트로 가열한다.
2) MBL 온도센서로 온도를 측정한다.
3) 30분간 측정한다.
4) 석영 비커에 증류수 275mL, 유리 비커에 증류수 250mL, 테프론 비커에 증류수
225mL로 실험한다.
5) 대조군은 100mL 비커를 넣지 않고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실험한다.

연구 성과 □ 연구 결과

○ 실험 1 결과

℃

기포 발생 온도( )
온도 일정( )
기포 발생 유형

℃

300mL
94
100.4
여러 점(중심에 집중)

200mL
99
101.8~102.3
한 점

100mL
100
100.8~100.9
한 점

100mL
97
28.58
86.186

200mL
실험 실패
실험 실패
83.039

300mL
미실험
미실험
85.913

100mL
100.4~100.6
한 점씩 여러개 기포
265.92

200mL
98.0
한 점씩 미세한 기포
283.68

300mL
92.1
303.1

○ 실험 2 결과

℃

끓는점( )
가열 시간(min:sec)
표면적(㎠)

○ 실험 3 결과

℃

끓는점( )
기포 발생 유형
표면적(㎠)

○ 용기의 재질에 따라 가열 속도, 끓는점이 달라졌다.
○ 250mL 비커 속에 100mL 비커를 넣어 물의 표면적이 증가하였을 때, 가열 속도가 느
려졌고, 끓는점이 낮아졌다.
○ 탄산수 200mL를 끓였을 때 증류수 200mL를 끓인 것보다, 가열 시간은 짧아지고 끓는
점은 같았다.
□ 결과 해석 및 논의
○ 표면적에 따른 끓는점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실험 설계나 실험 수행 과정이
정밀하지 않았을 수 있고,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처음 세웠던 가설이 잘못되었
을 수 있다.
○ 실험 1에서 알코올램프로 가열해 가하는 열량이 일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번
사용했던 삼각플라스크를 사용해 부피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여러 번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 때문에 가열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다.
○탄산수를 끓여보았을 때, 같은 양의 증류수를 끓였을 때보다 가열 시간은 짧았지만, 후에
끓는점(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은 증류수를 끓였을 때와 같은 걸 보아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는 끓음에 도움을 주지만 끓는점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재질에 따라 가열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열용량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끓는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용기 표면의 틈의 크기,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초가열의 정도가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 가열 속도는 비커가 하나 더 들어간 만큼 열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표면적
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틈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가열의 정도가 달라져 끓는점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 재질, 표면적에 따라서는 초가열 정도에 차이가 생겨 끓는점이 달라진 걸 보아, 용기 표면의
틈이 끓는점에 영향을 주지만, 탄산수를 넣어 끓였을 때는 끓는점에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아서,
용액 속 용해되어 있는 기체는 초가열에 영향을 얼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시사점 및 향후 계획)
○ SEM(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사용했던 비커의 표면을 관찰하여 울퉁불퉁한 정도를 비교함으로
써 실험 4가 가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끓기 위한 가열 시간, 끓는점을 입력하면 용기의 재질과 크기를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코딩한다.

주요어

끓는점, 표면적, 기체, 끓음, 기포

< 연구 결과보고서 >
1. 개요
□ 연구목적
○ 물의 끓는점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알아봄
- 끓는점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끓는점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한다.
○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기초과학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공학의 기반을 다진다.
○ 인식론에 대한 논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해본다.

□ 연구범위
○ 현대 공학의 이론 중 용기의 울퉁불퉁한 면으로부터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이 있다. 용기에서 울퉁불퉁한
면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끓는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끓는점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성질이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이므로 용기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끓는점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끓는점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우리는 많은 실험을 통해 ‘용액 속 기체는 끓음에 도움을 주지만 끓는점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과
‘용기의 표면의 흠이 적을수록 기포가 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흠의 개수가
같다면 표면적이 작을수록 기포가 덜 일어날 것이고, 온도가 높게 올라갈 것이다.

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끓는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액체가 표면과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액체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온도

○ 물이 표면장력과 대기압을 이겨낼 때 기포가 생성될 수 있으며 기포가 생성되어야 끓을 수 있다.
○ 기포는 용기의 울퉁불퉁한 면으로부터 생성된다.
○ 액체 상태의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많은 잠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끓고 있는 물은 계속 가열돼도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대략 일정하게 유지된다.

□ 연구주제의 선정

○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팀원이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 등을 들려 여러 출판사의 과학 잡지에서
각 기사를 읽거나,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하여 각자 자신이 몇 개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팀원들과 각각 자신이 선정한 주제를 놓고 서로 이 주제를 STEAM R&E 주제로
선정하였을 경우의 장단점과, 수행해야하는 실험과 예측되는 결과, 결과로 인한 활용성 등을 놓고 서로
토의하여 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화학, 생물 등 여러 교과 선생님께 선정한 주제를
여러번 피드백 받았고, 선정한 주제가 STEAM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좋은 주제가 아닌 경우 몇 번이고
다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연구 방법
○ 여러 종류의 비커를 사용하여 여러 조건에서 실험하며 변인 통제를 위해 노력했다.
○ 이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진행하셨던 장OO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현대 공학의 이론 중 용기의 울퉁불퉁한 면으로부터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이 있다. 용기에서 울퉁불퉁
한 면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끓는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끓는점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성질이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이므로 용기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끓는점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끓는점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표면적’이라는 용어를 물을 끓이는 용기와 물이 닿는 면적으로 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 실험1.
끓는점과 표면적의 대략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00mL, 200mL, 300mL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가열해 끓는점을 측정했다. 기포가 특정한 몇 개의 점에서 나오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이는 비커 표면의 흠에서 기포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알코올램프로 가열했는데,
측면에서의 열손실로 균일하게 가열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

○ 실험 2.
100mL, 200mL, 30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NaCl수용액으로 중탕했다. NaCl
수용액을 사용한 이유는 끓는점 오름을 이용하여 물의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끓는점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았고 NaCl 수용액이 끓어넘쳐 실험에 실패했다.

○ 실험 3.
100mL, 200mL, 300mL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100mL씩 넣고 오일배스로 130도씨에서 가열했다.
하지만 물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너무 넓어 끓는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증발해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mL. 300mL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200mL 넣고 오일배스로 130도씨에서
가열했다. 하지만 표면적과 끓는점의 관계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 실험 설계, 수행 과정이나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어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사용했던 플라스크를 사용해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흠이 많았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새 비커를 구매해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 이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진행하셨던 장OO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다. 장OO 교수님은 그릇 표면의
질에 따라 끓는 온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표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nucleation site, 즉 기포가
형성될 수 있는 동굴모양의 지점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해주셨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실험 설계를 다시 하였다.

실험 4

○ 실험 4.
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테프론 250mL 비커에 증류수를 200mL를 넣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하였다.
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테프론 순으로 끓음에 도달했다. 이는 재질에 따라 열용량이나, 열전도도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래프에서 미미하지만 최종 도달점이 다른 건 재질이 달라 흠의
크기,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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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5.
스테인리스, 석영, 유리 비커 250mL에 탄산수 200mL를 넣고 실험 4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교한다. 재질에 따라 분류해보면 탄산수를 끓였을 때 끓는점 도달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물에 녹은 기체가 끓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래프를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온도는 모두 같다. 따라서 용액 속 기체는 초가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실험 6.
석영, 유리, 테프론 250mL 비커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100mL 비커를 넣고 각각 225,
250,275mL를 넣고 가열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을 때, 표면적이 넓은
비커가 더 늦게 끓고, 끓는점이 낮다. 이것은 표면적이 넓어진 만큼 열용량이 증가해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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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느려졌고, 표면의 흠이 증가해 초가열이 더 잘 일어난 것이다.

○ SEM
SEM을 통해 표면의 흠과 끓는점간의 관계를 파악해보았다. 스테인리스 표면은 흠이 크지만, 적은
수다. 유리 표면은 자잘한 흠이 굉장히 많이 있다. 테프론은 표면이 거칠지만, 흠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석영은 앞의 세 비커에 비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시 앞의
그래프를 분석 했을 때,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석영이 가장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스테인, 유리
순으로 높은 온도인 걸 보아, 초가열에는 흠의 크기보다는 개수가 중요하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탄산수를 끓이면 물보다 더 빨리 끓지만, 끓는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 재질이 달라지면 가열시간, 끓는점이 달라진다.
○ 표면적을 넓히면 끓는점이 낮아진다.
○ 표면의 흠의 개수가 큰 용기가 끓는점이 낮다.
○ 용기의 재질에 따라 가열 시간이 다르다.
○ 용액 속 기체는 끓음에 도움을 주지만, 끓는점을 바꾸지 못한다
○ 용기의 표면의 흠이 적을수록 기포가 덜 일어난다.
○ 단위 면적당 흠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표면적이 작을수록 기포가 덜 일어날 것이고, 온도가
높게 올라갈 것이다.

□ 시사점
○ 끓는점의 정의 보완
○ 표면의 흠과 기포의 생성 간의 관계 파악
○ 기포의 생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 파악
○ 물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가 끓음에 주는 영향 확인
○ 용기의 재질에 따른 끓는점 변화 확인
○ 초가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확인

4. 홍보 및 사후 활용

○ 1~2℃ 차이에 따라 결과 변화가 큰 현대 공학에서 끓는점과 기포사이의 관계를 정의하
고, 우리가 탐색한 기포를 증감 시키는 요인들을 현대 공학에 적용하여서 현대 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앞으로 압력 조절이나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끓는점을 조절하거나 초가열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선행 연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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