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
화학 반응의 규칙
 수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발열 도시락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일까?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물질 변화가 일어날까?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다.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정량적인 관계가 성립하며,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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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I.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이미 배운 내용 |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다.

숯이 탈 때내 생각 말하기

01.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02.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1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이미 배운 내용 |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다.

숯이 탈 때내 생각 말하기

01.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02.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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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습 계획 나는 이 단원에서 

출발    !

본문
 학습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열쇠 글을 읽고 나의 학습 계획을 세워 보자.

나의 학습 계획 나는 이 단원에서 

출발    !

본문
 학습

 

숯의 주성분인 탄소가 연소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두

 번 째 열

쇠

숯이 타는 현상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첫

 번 째 열

쇠

1 .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화로 속 불타는 숯 

야영장에 놀러 갔어.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지.

다 먹고 보니 숯이 타서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어.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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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이 단원을 배우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물질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까?

설탕을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다. 이 액체 상태의 설탕을 계속 가열하

면 설탕이 타서 맛과 색깔이 변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설탕이 녹거나 타는 현상과 

같은 다양한 물질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 활동으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설탕이 타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어, 너도 설탕인데
색이 변했네!

나 점점
타고 있는 것 같아.

1.  마그네슘 리본 3 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보안경과 내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   마그네슘 리본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태운다.

•  마그네슘 리본을 태울 때 

나오는 빛을 가까이에서 계속 

보지 않게 주의한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릴 때와 태울 때 마그네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1    마그네슘 리본을 페

트리 접시에 놓는다. 

2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

려 페트리 접시에 놓

는다.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

준비물 | 길이 3 cm인 마그네슘 리본(3 개), 묽은 염산, 페트리 접시, 증발 접시, 스포이트, 점화기, 세라믹 핀셋, 보안경, 

마스크, 실험용 고무장갑, 내열 장갑, 실험복

3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 

위에서 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놓는다. 

2.  과정 1의 1  ~ 3  에 묽은 염산을 2 방울씩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한다.

 각각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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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모양은 변하지만 색깔, 광택, 묽은 염산과의 반응 등 

마그네슘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그네슘 리본이 구부러지거나 설탕이 녹

는 것처럼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반면, 마그네슘 리본이 타면 마그네슘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생성된다. 마그네슘 리본이나 설탕이 타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앙금이나 기체가 생성되기도 한다. 또, 색깔과 냄새가 변하기도 한다.  

| 그림 1 - 1 |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이다.

| 그림 1 - 1 |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

물리

변화

▲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화학

변화

▲ 양초가 탄다.

▲ 포도가 익는다.

▲ 철이 녹슨다.

▲ 컵이 깨진다.

▲ 향기가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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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 탐구로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보자.

조사할 장소를 정하는 방법

집,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조사

할 장소를 정한다.

활동 도우미

조사

준비물 | 스마트 기기, 공책, 연필, 

지우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 조사

  무엇을 알아볼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1.  모둠별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조사할 장소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학적 문제 해결력ㆍ

 모둠 이름  모둠 구성원

 조사 장소  조사 일정

 조사할 내용  역할 분담

<조사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조사할 장소 정하기

 집

 교실

 운동장

 기타

 2.  조사   여러 가지 물질 변화를 조사하고, 해당하는 장면을 스마트 기기로 찍는다.

 3.  의사소통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수증기가 액화할 때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리 변화이다.

유리창에 서린 김
캔이 찌그러져도 알루미늄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리 변화이다.

찌그러진 캔

김치가 익으면 맛, 냄새 등의 성질이

 변하므로 화학 변화이다.

신 김치

집에서 관찰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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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 )라고 한다.

2.  물질이 연소하거나 과일이 익는 현상은 (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다.

3.   과학적 사고력  고기가 익는 현상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단원을 마치기 전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12 쪽 ‘이 단원을 배우면’에  표시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자.

숯이 탈 때 숯과 성질이 다

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며, 

열과 빛이 발생한다. 따라서 

숯이 타는 현상은 ( ) 

변화이다.

  정리하기    

 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와 그 근거를 정리해 보자.

     탐구 기능  물리 변화와 화

학 변화를 옳게 구분하였

는가?

     탐구 기능  물리 변화와 화

학 변화의 예를 다양하게 

찾았는가?

     인성  모둠 구성원과 협력

하며 활동하였는가?

스스로 평가

모둠
평가 항목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

조사 내용의 정확성

조사 내용의 다양성

발표할 때의 전달력

(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
 3.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해 보자.

물리 변화

• 오이 썰기: 오이를 썰면 모양이 변하지만 맛, 색깔 등 

오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리 변화이다.

화학 변화

1첫

 번 째 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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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이 단원을 배우면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를 입자 수의 비로 해석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이란 무엇일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인 물이 생성된다. 이처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 그림 

1 - 2 |와 같이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반응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화학식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나

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한다.

예 산소: O2, 이산화 탄소: CO2

  계수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

 화학 반응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하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나    

화학식을 이용하면 복잡한 화학 반응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화학식을 이용하

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계수를 맞추어야 한다. | 그림 1 - 3 |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

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메테인이 연소하는 

현상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연소하려면 
산소가 필요해.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 그림 1 - 2 | 물 생성 반응 모형

수소 산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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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 3 | 물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수소  산소  물
반응물 생성물

H2  O2  H2O
수소 산소 물

H2  O2  2H2O

2H2  O2  2H2O

이젠 수소 원자의 

수가 같게 반응물인 

수소 분자 앞에 2를 

붙이면 …….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계수 맞추기
3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 나타내기
1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2

2H2  O2  2H2O

반응물의 산소 

원자가 2 개이니 생성물인 

물 분자의 계수가 2가  

되어야겠네.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화학식 앞의 계수를 맞추어야 해. 

이때 계수는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하지.

물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 완성!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면 돼.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을

‘+’로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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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테인 연소 반응

암모니아 생성 반응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물질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탐구에서 몇 가지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

토의

준비물 | 연필, 지우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화학 반응

  무엇을 알아볼까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할까    

 1.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과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각 과정의 빈칸을 채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ㆍ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 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1

2

3

1

2

3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 나타내기

    수소    암모니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N2        NH3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

N2     H2     NH3

1

2

3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 나타내기

메테인        이산화 탄소    물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O2    CO2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

CH4     O2    CO2     H2O

1

2

3

▲ 암모니아 합성 공장  

▲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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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1.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자.

 2.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보자.

 

     탐구 기능  화학 반응을 화

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내

었는가?

     탐구 기능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옳게 설

명하였는가?

     인성  탐구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는가?

스스로 평가

 2.  제시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다.

 3.  과정 1 , 2 에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 맞는지 모둠 

구성원과 토의하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과산화 수소
탄산 칼슘

과산화 수소(H2O2)가 분해되어 물(H2O)과 

산소(O2)가 생성된다.

  

과산화 수소 분해 반응

탄산 나트륨(Na2CO3)과 염화 칼슘(CaCl2) 

이 반응하여 탄산 칼슘(CaCO3)과 염화 나트륨 

(NaCl)이 생성된다.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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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또,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로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입자 수의 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그림 1 - 4 |와 같이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물이며, 암모니아가 생성물임을 알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

로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1:3:2의 분자 수의 비로 반응하거나 생성됨을 알 수 

있다. 

1.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 )이라고 한다.

2.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 )의 비와 같다.

4.   과학적 사고력  탄산수소 나트륨(NaHCO3)이 분해되면 탄산 나트륨(Na2CO3), 이산화 탄소

(CO2), 물(H2O)이 생성된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입자 수의 비를 설명해 보자.

 단원을 마치기 전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16 쪽 ‘이 단원을 배우면’에  표시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자.

숯의 주성분인 탄소가 연소

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

로 나타내 보자.

 
 

| 그림 1 - 4 |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와 분자 수의 비

   1 : 3 : 2
  1 :  3 :  2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       3H2  @>?A  2NH3화학 반응식

입자 모형

계수비

분자 수의 비

암모니아질소 수소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 수의 비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분자로 이

루어진 물질일 때에는 화학 반응

식에서 계수비가 분자 수의 비와 

같다.

2두

 번 째 열

쇠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분자의 수를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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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긴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둥근 모양의 분자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분자 요리를 만들어 보자.

분자 요리 만들기

과
학

   
|  

 기
술   |   

공학   |   예술

   |   수
학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분자 요리

분자 요리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료의 변화를 분자 수준까지 과학적

으로 분석하여 만든 요리이다. 요리사는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료의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맛과 질감을 내는 분자 요리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

림을 만들 때 액체 질소로 재료를 급속히 냉각하여 기존보다 식감이 더 부드러운 아이스

크림을 만든다. 또, 육류를 진공 포장한 다음 저온에서 오랫동안 익혀 육질을 부드럽게 하

고, 수분 손실을 줄여 육즙이 풍부해지게 한다. 또한, 알긴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 반응

할 때 젤리 상태의 막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재료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외

에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분자 요리가 개발되

고 있다.

준비물
주사기

물
망고 주스

알긴산 나트륨 염화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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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화학 반응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분해되어  질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동차가 충돌하면 아자이드화 나트륨 
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 순식간에  에
어백을 부풀게 하므로 사람이 자동차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용한 점

생활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예 소개하기

w

 숯이 탈 때

< 꼭 포함해야 하는 용어 >

화학 변화, 화학 반응식

숯이 탈 때 숯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며,

열과 빛이 발생한다. 따라서

숯이 타는 현상은 

화학 변화이다.

열

쇠 
모으기

 출발! 

궁금증
해결 

학습 후 내 생각 써 보기

본문을 학습하면서 해결한 열쇠를 모아

궁금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보자.

첫

 번 째 열

쇠

숯의 주성분인 탄소가

연소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C + O2 @@A CO2이다.

두

 번 째 열

쇠

2

1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에서 화학 반응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이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1.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한다.

예 에어백, 용접, 소화기 등

2.  조사한 예에서 화학 반응의 유용한 점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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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w

이해하기 
어려웠다.

알지만
설명하기 힘들다.

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2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스스로 평가

⑵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

열이 달라져 반응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⑶ 화학 반응식: ❸  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

⑷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⑸   화학 반응식에서 ❺    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입자 

수의 비와 같다.

방법 예 물 생성 반응

1단계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

쪽에는 생성물을 쓴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

을 ‘+’로 연결한다.

수소 + 산소 @@A 물 

2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

타낸다.
H2 + O2 @@A H2O

3단계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

가 같게 화학식 앞의 계수를 맞춘

다. 이때 계수는 간단한 정수로 나

타내고, 1이면 생략한다.

❹   H2 + O2 @@A 2H2O

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2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⑴   화학 반응: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예 물 생성 반응 

다음 현상이 물리 변화이면 ‘물’, 화학 변

화이면 ‘화’라고 쓰시오.

⑴ 잉크가 퍼진다.   ( )

⑵ 고드름이 녹는다.   ( )

⑶ 김치가 시어진다.   ( )

⑷   메테인이 연소한다.   ( )

⑸   얼음물이 든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

힌다.   ( )

1.

구분 ❶ ❷

정의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

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예

수소 분자 6 개가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

되는 암모니아 분자의 수를 구하시오.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3.

N2 + 3H2 @@A 2NH3

다음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 

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과 ㉡에 알맞은 계수를 쓰시오.

2.

N2 + ( ㉠ )O2 @@A ( ㉡ )NO2

▲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 양초가 탄다.

▲ 철이 녹슨다.

▲ 컵이 깨진다.

산소수소 물
수소

산소수소 물
산소

산소수소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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