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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리찌릿 STEAM 초전도 교실

주제 개요

만약 세상에‘전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엔 냉온열기를 사용할 수 없어 맨 몸으로 이겨내야 하
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수 없으므로 걸어 다니거나 동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기는 우리 생활수
프로그램 명

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근래에는 전기와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 빠른 속도를 내고 승차감

찌릿찌릿 STEAM 초전도 교실(초등)

주 제

도 좋은 자기부상열차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붕붕 떠서 가는 초전도 레이스

수업 목표

이에 본 프로그램은“붕붕 떠서 가는 초전도 레이스”라는 주제로 초전도체 카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레이스를 펼쳐보면서, 전기

전기와 초전도 물질의 특성을 알고 초전도 레이싱을 할 수 있다.

권장 학년 / 시기
총 수업시수

와 초전도체의 특성을 쉽고 재밌게 몸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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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관련 교과 및 단원

●

5~6학년군 / 과학 / 6-2 / 2.전기의 작용
5~6학년군 / 실과 / 기술의 세계 / 생활과 기술, 생활과 전기·전자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하여 불이 켜지는 회로의 조건을 알 수 있다.
·초전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차시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과정 목표

·정전기 발생실험과 전기회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도체와 부도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도입

·초전도체를 사용하여 자석레일위에서 이동하는 카트를 만들 수 있다.

·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기발생 실험과 초전도 레이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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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있는 정전기
- 풍선을 문질러 머리카락에 대어보기
- 풍선으로 원통형 비닐 공중부양시키기
전기를 내 손안에

전개

03
과학

·흐르는 전기
- 전지, 전선, 전구 연결하기
- 전기의 쓰임새 알기

정리

·한국전기연구원에 대해 알아보기

도입

·초전도 레이싱을 펼쳐봅시다.

●

S :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하여 불이 켜지는 회로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

T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고, 기술과 발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E :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전자 부품의 기능을 이해하고, 간단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A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04
●

초전도 레이스

전개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 스펀지, 초전도체, 테이프로 카트 만들기
- 시험해보기
- 수정하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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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레이스 대회
- 굴곡이 있는 경주로의 끝단 높이를 올려가며
초전도 레이스 펼치기

STEAM 단계 요소

상황제시(Co)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릿찌릿 초전도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전도 물질의 특성 알기
- 도체와 부도체 알기
- 저항이 없는 특성
-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
2~3
/3

STEAM 과목 요소

이제 여러분은 전기와 초전도 현상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초전도체 카트를 만들어 멋진 초전도 레이싱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실과

●

창의적 설계(CD)

·풍선으로 원통형 비닐 띄우기

·전지, 전구, 전선을 사용하여 회로구성하기

·나만의 초전도 레이싱 카트 제작하기

·초전도 레이싱 카트 테스팅 및 수정하기

감성적 체험(ET)

●

·한국전기연구원 알아보기
·초전도 레이스 참가하기
03

●

제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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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차시
학습과정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및 사업을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부상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본다는데 의미를 두어야겠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전기와 초전도체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도입

가지길 바란다.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E

E 초전도체 알기
초전도 물질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도체와 부도체 알기
Q: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철, 금, 은, 물, 클립 등
Q: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나무, 돌, 지우개 등
Q: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 도체는 전기저항이 작고, 부도체는 전기저항이 큽니다.
▶초전도체의 저항이 없는 성질 알기
Q: 저항이 없는 물체도 있을까요?
A: 초전도체는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저항이 없어집니다.
▶초전도체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알기
Q: 초전도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A: 온도가 낮아지면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도 있습니다.
Q: 이러한 특성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자기부상열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현상 설명 동영상 보기(한국전기연구원 제공)
ET 초전도체의 자기부상 시연하기
초전도체를 액체질소에 담궈 온도를 낮춘 뒤 자석레일 위에 올려서
뜨는 것을 보여준다.

10’

■ 액체질소, 스티로폼상자,
과자, 집게, 뜰채, 장갑

S T

1/3 차시

CD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전기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문제제시
Q: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동영상 시청 : 전기의 발생(한국전기연구원 제공)

시간

학습자료(■) 및 유의점(※)

5’

■동영상
(전기의 발생-한국전기연구원)

S

도입

시간

Co

실제 수업에서는 초전도체의 특성이나 자기부상열차의 원리 설명에 치우치기보다는 초전도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자성에 반발하여

●

액체질소 알기
학습문제 제시
“초전도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CD 액체질소로 얼음과자 실험하기
▶액체질소에 과자를 담궈서 입김을 불어본다.
Q: 왜 이렇게 될까요?
A: 액체질소가 기체로 변하여 김이 생깁니다.
※액체질소를 다룰 때의 유의점 지도 요함!
Q: 이러한 액체질소를 어디에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자기부상열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

한국전기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전기의 중요성과 활용성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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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Co

정전기와 전기 알기
CD 머물러 있는 정전기 알기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질러 보기
Q: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A: 머리카락이 풍선에 달라 붙어 뜹니다.
Q: 왜 그럴까요?
A: 정전기 때문입니다.
▶풍선으로 원통형 비닐 공중부양시키기
S

전개
15’

■ 풍선, 비닐봉투

CD 흐르는 전기 알기
▶전지, 전구, 전선, 스위치 연결하기
Q: 전지와 전구, 전선, 스위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불이 켜집니다.
Q: 왜 그럴까요?
A: 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의 쓰임새 알기
Q: 이렇게 흐르는 전기는 어디에 쓰이나요?
A: 티비, 냉장고, 선풍기 등에 쓰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알기
한국전기연구원 알아보기
Q: 소중한 전기를 연구하는 곳이 있을까요?
▶한국전기연구원 소개하기 http://www.keri.re.kr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위치 등
※한국전기연구원 홍보동영상 보기
http://www.keri.re.kr/html/kr/sub06/sub06_060501.html

■동영상(초전도현상 설명 동영상한국전기연구원)
■스펀지, 초전도체, 액체질소,
스티로폼상자, 고무자석, 집게, 뜰채, 장갑

E A M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나만의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CD

① 스펀지를 조그맣게 잘라 임의의 모양으로 만든다.
(예: 가로3cm ×세로3cm×높이0.5cm 납작한 직육면체)
② 스펀지 밑 부분에 초전도체를 테이프로 부착한다.
(초전도체 가로1cm×세로3cm 두 개)
③ 네임펜으로 꾸미기

10’

20’

■ 스펀지, 초전도체, 가위, 칼, 테이프,
액체질소, 스티로폼 상자, 고무자석 레일,
집게, 뜰채, 장갑

▶초전도 레이싱 카트 테스트 하기
- 레이싱 레일 위에서 테스트를 하여 본다.
▶초전도 레이싱 카트 수정하기
Q: 레이싱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고쳐봅시다.

■ 전지, 전구, 전선, 스위치
(또는 PPT 설명자료)

초전도 레이스 대회
초전도 레이스 대회 펼치기
Q: 굴곡이 있는 자석 레일의 끝단을 올려가며, 가장 잘 완주하는 초전도
레이스 카트를 뽑아 봅시다.

S T

정리
T

30’

S T

① 풍선을 불어 크게 만든다.
② 비닐봉투(위생팩)을 가위로 잘라 원통형으로 만든다.
③ 두 물체를 머리카락이나 털옷 등에 문지른다.
④ 비닐을 먼저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밑에서 풍선으로 띄운다.

전개

■ PPT(도체, 부도체, 저항, 초전도체
설명자료)

ET

E

A M

20’

E

ET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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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
과 경험
S

10’

■ 인터넷, 동영상

05

평가 계획

07

평가 영역

과정평가

평가 기준
지식

초전도체가 극저온에서 보이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점등이 되는 전기회로를 구성 할 수 있다.

태도

전기 실험과 초전도 실험에 적극 참여한다.

기능

초전도체 카트를 만들 수 있다.

태도

초전도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능

초전도 카트의 모양이 적절하며, 카트가 자석레일을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

평가방법

MEMO

자기평가

동료평가

결과평가
태도

06

산출물 평가

액체질소를 안전하게 다루며 초전도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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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STEAM 초전도 교실 활동안내

교사용 수업자료

>> 학생용 워크북 해설

학생 여러분,
만약 세상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나, 비행기에 탈 수 없으므로 걸어 다니거나, 동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맨
몸으로 이겨내야겠죠? 또한 전기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쓸 수 없으니 전통 아궁이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 가장

구분

단계

시간

소주제

주요내용

(상황제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릿찌릿 초전도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기와 초전도 현상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초전도체 카트를 만들어 멋진 초전도
레이싱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은 어두운 밤을 불빛 하나 없이 맞이해야 한다는 점이겠네요.
이런 전기를 개발 해 준 과학자분들께 감사하며 전기를 절약하여 사용해야겠죠?
도입

상황제시

먼 곳까지 편안하고
빨리 가는 기차여행,
어떻게 가능할까요?

1부

창의적
설계

40분

전기를
내 손안에

·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머물러있는 정전기
-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질러 보기
- 풍선으로 원통형 비닐 공중부양시키기
전개
·흐르는 전기
- 전지, 전선, 전구, 스위치 연결하기
- 전기의 쓰임새 알기

먼 곳에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멀리 여행을 떠날 때면 1분이라도 더 빨리 도착했
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가는 길이 더 편안하고 즐겁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현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빠른 이동수단을 갖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멀리 가
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 체험

정리

·한국전기연구원에 대해 알아보기

상황제시

도입

·초전도 레이싱을 펼쳐봅시다.

혹시 전기적 특성을 잘 연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초전도 물질의 특성 알기
- 도체와 부도체 알기
- 저항이 없는 특성
-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
2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총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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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초전도 레이스

전개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 스펀지, 초전도체, 테이프로 카트 만들기
- 시험해보기
- 수정하기

정리

·초전도 레이스 대회
- 굴곡이 있는 경주로의 끝단 높이를 올려가며 초전도
레이스 펼치기

120분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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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장 소
이 름

학교명/학년

여러분이 쓰는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자기유도 현상이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전방식으로는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열발전, 태양광발전, 압전발전, 열전발전 등이 있습니다.

MISSION

첫번째 미션: 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머리카락이 풍선 쪽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은 두 물체가 마찰할때 전자가 이동하여 머리카락은 (+)전하, 풍선은 (-)전하를 띠게 되어 서로 끌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동영상으로 살펴봅시다.
>> 동영상 보기 : 전기의 발생(한국전기연구원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QaNrvW-3MHQ&list=UU-gWrEGYpG2jYfl8A_KIGnQ
*유튜브 한국전기연구원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keriliveon

정전기란?
어떤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쪽은 (+)전하를 띠고 나머지 한 쪽은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아이의 머리가 서는 것도 정전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정전기에 의한 방전을 접할 때 정전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전기에 의해 불꽃 방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번개도 구름에 축적되어있던 정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방전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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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쓰임새를 알아 봅시다.

고무풍선으로 원통형 비닐을 어떻게 띄울수 있을까요?

고무풍선과 비닐은 머리카락이나 털옷에 문지르면 둘 다 (-)전하를 띄게 되어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나요?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작동하는데 쓰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는데 쓰입니다.

<실험 순서>

자동차나 비행기 등을 조종하거나 움직이는데 사용됩니다.

① 풍선을 불어 크게 만든다.
② 비닐봉투(위생팩)을 가위로 잘라 원통형으로 만든다.
③ 두 물체를 머리카락이나 털옷 등에 문지른다.
④ 비닐을 먼저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밑에서 풍선으로 띄운다.

전기 회로를 연결해 봅시다.
전구와 전지, 전선, 스위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지에서 전압을 주어 회로에 전기가 흐르게 되며, 흐르는 전기는 전구의 필라멘트를 통과하며 빛과 열을 내게 됩니다.

전기 회로

전기 회로도

TIP

Tip) 자연속에 숨은 전기현상을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kxXWA18sO0&list=UU-gWrEGYpG2jYfl8A_KIGnQ

한국전기연구원 알아보기
우리생활에서 소중하게 쓰이는 전기를 연구하는 곳이 있을까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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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두 번째 미션 : 초전도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과자를 액체질소에 담궜다가 들고 입김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질소가 기체로 변하면서 하얀 김이 생깁니다. 질소는 공기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압력하에서는
-196°C에서 액체로 존재하다가 상온에서는 기체로 변합니다.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금

2. 철

3. 클립

생각나는 것을 적어봅시다 :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부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액체질소 사용시 주의할 점
①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맨손으로 만지거나 눈에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② 액체질소로 냉각된 물건을 잘못 잡을 경우 손가락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도 있으니 조심한다.
③ 액체질소가 양말이나 옷 틈으로 들어가면 즉시 벗어 던져버려야 동상을 예방할 수 있다.
④ 액체질소가 기화하면 많은 양의 질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창문을 열어놓고 실험을 한다.
⑤ 질소액체로 얼린 과자로 실험을 할 때는 과자를 흔들어 액체질소를 털어내고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액체질소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고무풍선

2. 돌

3. 나무

생각나는 것을 적어봅시다 :

액체질소는 초전도체의 온도를 낮추어 자기부상열차를 움직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체는 전기저항이 (작고), 부도체는 전기저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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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초전도 레이싱 카트를 만들어 봅시다.

도체, 부도체 모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없는 물체도 있을까요?

초전도 레이싱 카트를 만들어 봅시다.

초전도체는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저항이 0이 됩니다.

초전도 레이싱 카트 만들기
① 스펀지를 조그맣게 잘라 임의의 모양으로 만든다. (예: 가로3cm ×세로3cm×높이0.5cm 납작한 직육면체)

있다

없다

② 스펀지 밑 부분에 초전도체를 테이프로 부착한다. (초전도체 가로1cm×세로3cm 두 개)
③ 네임펜으로 꾸미기

초전도 동영상 보기
>>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u0a81m-zb0&list=UU-gWrEGYpG2jYfl8A_KIGnQ
영상으로 확인한 초전도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초전도체는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저항)이 0이 됩니다.
스펀지

초전도체

테이핑

또한 온도가 낮아지면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자기부상열차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석 레일 위에서 테스트해 봅시다.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수정해봅시다.

실패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초전도체의 자기부상 시연하기
Q. 액체 질소로 충분히 냉각했나요?

초전도체를 액체질소에 담궈 온도를 낮춘 뒤 자석레일 위에 올려 공중에 뜨는 것을 직접 관찰해 봅시다.

Q. 초전도체가 스펀지에 잘 고정되었나요?
Q. 스펀지와 초전도체를 고정하는 테이프가 떨어지진 않았나요?
Q. 레이싱 카트가 균형을 잘 잡고 있나요?
Q. 자석 레일의 중앙에 레이싱 카트를 올렸나요?

TIP
016

초전도체가 스펀지에서 떨어지거나 잘 붙어있지 않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부착상태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액체질소로 냉각한 다음 실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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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떠서 가는 초전도 레이싱 대회 우승자는?!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나요?
스펀지, 초전도체, 가위, 칼, 테이프, 스티로폼 상자, 집게, 뜰채, 장갑, 액체질소, 고무자석 레일 등

대회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① 카트를 액체질소에 넣었다가 빼서 출발지점에 가만히 놓습니다.
②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성공입니다.
③ 레일의 끝단 높이를 올려가며 최종우승자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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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돌아보며...
평가방법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노력요함

나는 전구에 불이 켜지는 전기회로를
완성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나는 초전도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나요?

나는 전기실험과 초전도 레이스에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초전도체 카트를 잘 만들어 우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들은
가상현실로 초전도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를 타본 소감을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어땠나요?
다른 친구들은 잘 도와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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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교사 지도자료(초전도교실)

03

초전도 현상의 원리

“초전도 현상은 초전도체 내의 자유전자들이 두 개씩 쌍을 이룸으로써 생기는데, 이 전자쌍을 쿠퍼쌍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를

●

이루고 있는 격자 이온들의 진동이 전자의 움직임과 공명함으로써 쿠퍼쌍을 이루게 하고, 또 이들의 이동에 대해 방해가 되지 않고

초전도
01

●

저항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초전도란?

어떤 물질을 절대온도 0도(섭씨 영하 273.15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로 냉각시키면

갑자기 전기저항이 없어지는 물리적 현상을 말하며.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

모든 물질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 저항은 물질에 따

라 각각 다르며 저항이 매우 커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저항이 비교
적 적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 내부의 온도 및 전압의 변화에 따라 부도체 성질
을 띠기도 하고 도체의 성질을 띠기도 하는 물질, 즉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저항을 띠고

이 때, 이온 격자의 탄성이 초전도현상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온의 성질이나 이온들의 결합구조가 전자쌍을 이
루는데 적합한 물질들만이 초전도체가 될 수 있으며, 초전도체들간에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조건, 즉, 초전도 임계값들이 차이
가 나게 된다. 이온격자의 탄성과 초전도 현상의 밀접한 관계는, 이들 이온이 동위원소로 치환될 경우 생기는 임계온도 변화 등의
동위원소효과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보통의 금속은 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저항이 낮아지는데
어떤 종류의 금속은 절대온도(0K : -273.16℃) 가까이까지 냉각하였을 때 돌연 전기저

04

항이 전혀 없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

초전도체의 임계값

초전도상태와 정상상태 사이에 에너지벽이 존재하는데, 쿠퍼쌍을 이루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커질수록 에너지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서 초전도 현상의 약화로
●

초전도체는 직류 전류에 대해 저항이 전혀 없는 완전도체이다. 가령,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초전도체로 된 고리에 전류

를 흘려주면, 초전도체를 따라 흐르는 초전류는 감쇠하지 않고 영원히 흐르게 된다.
●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 주면 초전도체 내부의 자속밀도(B)가 0이 되는 완전 반자성체이다. 이러한 반자성 특성은 자기장을 초전

나타난다. 따라서, 전자의 운동에너지 상승을 가져다 주는 요인, 즉, 온도, 전류, 자기
장 등의 크기에 따라 두 상태의 경계면이 결정되게 되는데, 경계면에서 이 값들을 임
계온도, 임계전류밀도, 임계자기장 이라고 부른다.

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나타나는데,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마이스너(Meissner) 효과라고 부른다.
●

마이스너효과는,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류(차폐전류)가 초전도체에 흘러서 외부의 자석과 반대되는 자극

을 만듦으로써 나타나난다.

05

초전도체의 종류

●

임계온도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흔히 저온초전도체와 고온초전도체로 나눌 수 있다.

●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하면, 금속 초전도체, 산화물 초전도체, 유기물 초전도체 등으로 구분 된다.

●

금속 초전도체

- 원소 초전도체 : 니오븀(Nb), 납(Pb), 주석(Sn), 알루미늄(Al) 등이 있다.
- 화합물 및 혼합물 초전도체 : NbTi, NbN, Nb3Sn, Nb3Ge, NbGeAl, MgB2 등이 있다.
- 금속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낮으며, 금속성 때문에 초전도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인 초전도 결맞음길이(superconducting
coherence length)가 길어서 웬만한 불순물이나 결합에도 대체로 초전도성이 잘 약화되지 않는 점이다.
●

02
●

초전도 현상의 발견

1908년 네덜란드 Leiden 대학의 오너스(Heike Kamerlingh Onnes) 교수가 끓는점이 절대온도 4.2K인 헬륨의 액화에 처음으로

성공하여, 저온에서 금속의 저항을 연구하던 중, 1911년 수은(Hg)의 저항이 액체 헬륨 온도인 4.2K에서 사라짐을 관측하였는데,
이것이 초전도 역사의 출발점이다. 오너스는 이 공적으로 19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산화물 초전도체
- HgBa2Ca2Cu3O8, La2-xBa(Sr)xCuO4, 등과 같은 구리 화합물과, BaKBiO3 등과 같은 비구리 화합물이 있는데,
- 금속 초전도체에 비해 임계온도가 월등히 높아 흔히 ‘고온초전도체’로 불린다.
- 초전도 결맞음길이가 극히 짧아서 불순물이나 구조결함에 초전도 성질이 아주 민감하게 변한다.

○ 유기물 초전도체
- 매우 복잡한 유기화합물 구조를 하고 있으며, 임계온도가 매우 낮다. 최근에는 DNA 가닥이 극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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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의 응용

04

반자성

물질이 나타내는 자성(磁性)의 하나. 외부에서 자기장을 작용시키면 자기장에 비례하

●

응용분야는 보통 응용 물질의 형태에 따라 선재 응용과 박막 응용으로 나눈다.

●

●

선재 응용

는 약한 자기 모멘트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성질이다.

- 손실이 없는 송전선, 강한 자기장이나 아주 안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자석, 에너지저장장치, 모터, 발전기 등 많은 전
류를 발생 또는 수송하는 전력계통 응용과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초전도추진선박 등 교통분야의 응용 등이 있다.
●

●

원자 속의 전자는 닫힌 궤도를 따라 운동하므로 밖에서 자기장을 작용시키면 마치 코

일의 경우처럼 전자 유도의 법칙에 의해 전자의 운동이 변화하여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
의 자기 모멘트가 생긴다.

박막 응용

반자성은 모든 물질에 있으며 상자성체(常磁性體)에서는 그것과 반대 방향의 강한 상

- 수동소자 : 박막의 저전류손실 특성을 이용. 저손실 고주파통신 등의 응용

●

- 능동소자 : 수동소자와 조셉슨접합 등 초전도접합을 이용. 지구자기장의 1/100억 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초전도양자간섭장치를

자성으로 가려진다. 상자성을 가지지 않아 반자성만이 나타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 한다.

이용한 뇌파, 심장 자기장을 측정하여 의료진단에 활용하는 생체자기응용, 초고속 디지털소자 응용이 있다.

○ 초전도 상태에서는 큰 반자성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고 초전도체 속에는 자기력 선속
은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자성
01
●

자성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물체가 자기장 속에서 자화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물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

장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강자성체, 반자성체 및 상자성체 등으로 나누며 세부적으로는 더욱 많은 자성 특성이 나타난다.

02

반데그라프 발전기
01
●

반데그라프 발전기란?

원자핵의 연구 및 선 실험을 위한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미국 MIT의 반 데 그라프 박사(Dr. Robert J. Van de Graaff)가

발명한 장치로서 수백만 볼트의 정전압을 외부에서의 전기 공급 없이 간단하게 일으킬 수 있다.

강자성

02

반데그라프 발전기의 구조 및 원리

●

물체가 외부의 자기 마당에 의하여 강하게 자기화되어, 자기 마당을 없애도 자기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

① 금속 구체

●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도 자화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말한다. 물질을 이루는 전자의 스핀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

② 상단 전극
③ 상단 롤러

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전자의 스핀을 바꾸면 자성이 사라지거나 재배치된다.
●

④ 양전하 이동 벨트

강자성은 자성의 가장 일반적인 종류로 강자성 하에서는 전자의 스핀이 저온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철, 코발트, 니켈

⑤ 음전하 이동 벨트

등의 물질에서 나타나며, 강자성을 가진 두 물체를 서로 가까이하면 인력을 받는다.
●

⑥ 하단 롤러

강자성의 근원은 물질 내 전자들의 스핀과 궤도 각운동량에 따른 자기모멘트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따라

⑦ 하단 전극

서 강자성을 띤 물질도 그 물질의 퀴리 온도라 하는 특정온도 이상이 되면 강자성이 사라진다. 흔히 강자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자

⑧ 음전하 이동 장치

성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 자기구역이 생겨서 각의 구역은 강자성을 띠지만 구역마다 자기모멘트가

⑨ 전위차에 의한 스파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전체적으로는 상쇄되기 때문이다.
●

외부자기장을 가하면 자기 구역을 정렬시킬 수 있어서 자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자기장을 제거시켜도 다시 원래의 자기구역

구조로 되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이와같이 자기장을 가하거나 제거시킴에 따라 자기구역 구조가 변하여 자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자
기이력이라 한다.

03

상자성

●

자기 마당 속에 높으면 자기 마당과 같은 방향으로 자력을 띠는 성질.

●

열운동 등에 의한 불규칙적인 스핀의 방향분포 때문에 스핀 배열이 없고, 자화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위에 자기장

이 존재하면 그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며, 이때의 퀴리 법칙에 따라 자화율이 온도에 반비례한다.

●

속이 빈 금구체(①)가 원통형 절연 지지대로 받쳐져 있으며, 지지대 안에서 상단, 하단 롤러(③,⑥)가 모터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

어 있으며, 하단 롤러와 하단 전극(⑦)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벨트(④,⑤)의 음전하가 하단 전극(⑦)에 의해 음전하 이동장치(⑧)로 이동하면, 벨트에는 양의 알짜 전하만이 남게 된다. 양전하

이동 벨트(④)에 의해 이동하여 상단 전극(②)로 이동하면 금속 구체(①)에 양의 과잉 전하가 증가하게 된다.
●

이 과정을 반복하면 금속 구체에 대전되는 전하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금속 구체(①)의 전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

금속돔 내부의 전기장은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전하와는 상관없이 쉽게 양의 전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전하는 공기 중으로 방전이 일어나며, 많은 전하가 쌓일수록 돔의 표면에서 나오는 전기장의 세기도 증가한다. 때문에 전하를 모
으는 데 한계가 있다.

자기장을 걸면 그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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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질소
01
●

액체 질소

MEMO

질소를 액화한 것으로서, 대기 압력 하에서 -196℃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임계온도는

-147.21℃이며, 임계압력은 33.5atm이다. 질소는 2원자 분자로서 공기 부피의 80%를 차지하
는 기체 원소로서 공업적으로는 공기의 분별액화(分別液化)로 얻을 수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염
화암모늄과 아질산나트륨의 혼합액을 70℃로 가열하여 분별증류로 얻는다.

02

사용상 유의점

●

액체질소로 동결된 물체를 만질 때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액체질소 내의 물체는 아주 차가워져있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피부가 얼어붙으면서 동상을 입거나 피부가 찢어질 수가 있다.

●

액체질소로 동결된 물체를 만질 때에는 항상 두꺼운 가죽장갑을 끼도록 한다.

●

액체질소가 튀어서 장갑 안으로 들어갈 경우 재빨리 벗을 수 있도록 장갑은 느슨하게 낀다

●

액체질소 저장용기를 열어 놓고 작업할 경우는 안전화를 신고 바지는 신발 속으로 넣지 말고 밖으로 빼내 입는다.

●

질소가스는 산소의 농도를 낮춰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다.

●

눈에 보이지 않고 맛, 또는 냄새로 질소가스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다면 그대로 흡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액체질소 저장고는 항상 환기장치가 잘 된 곳이어야 한다.

●

액체질소가 기화하면 산소가 18%까지 떨어져 현기증이 나거나 기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

저장용기는 항상 똑바로 세워 놓는다. 한쪽으로 기울거나 옆으로 뉘어놓게 되면 액체질소가 흘러나와 저장용기나 그 안에
보관된 균주들이 손상된다.

●

저장용기를 떨어뜨리거나 진동을 주게되면 용기 내의 진공장치가 고장날 수 있다. 용기를 들고 걷거나 끌고 가는 것도
진공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바퀴달린 받침대 위에 올려 옮기는 것이 안전하고 쉽게 저장용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03

응급조치

●

액체질소를 흡입해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정신을 잃게 되면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의사를 부른다.

●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면 산소 마스크를 씌운다

●

호흡이 멈춘다면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다.

●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조용한 곳에 눕혀 둔다.

●

액체질소나 질소가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노출부위를 정상 체온이 되도록 치료한다. 옷이나 허리띠, 옷깃 등을
풀어 느슨하게 하고 약 42℃의 따뜻한 물에 노출부위를 담근다.(45℃이상으로 물을 데우지 않는다).

●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의사를 부른다.

●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상처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04
●

활용

본적인 용도인 암모니아의 합성 원료 이외에도 그 비활성과 저온액체라는 점 등의 성질이 주목되어 화학·철강·전자공업 분야

등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식품공업에서는 안전한 냉동용 액체로서도 사용된다. 초전도체 연구, 식품냉동 및 보관, 유전
공학(혈액, 정액 보존) 저온 분쇄, 콘크리트 냉각, 토양 동결, 저온 결합, 의학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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