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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효과
이산화탄소의 영향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효과는 태양의 열을 가두는 지구 대기의 가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구의 대기가 없다면 행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CO2)는 이러한 천연가스 중 하나로
우리 공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천연 공급원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연소 과정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공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 인한 온실가스 효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효과를 측정해 봅시다.

필요한 것:

온실가스 (CO2) 공급원:
라임(탄산칼슘)에 식초와 같은 산이 닿으면 이산화탄소
방출됩니다. 식초가 라임에 닿자마자 거품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품이 바로 이산화탄소(CO2 )입니다.
라임의 대체제로 발포정이나 베이킹 소다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열원(태양을 상징하는):
밝은 램프를 열원으로 사용합니다. 주의 – 램프가 켜져
있을 때 만지지 마십시오.

온실(대기):
두 개의 유리 용기(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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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음 두 용기의 온도는 거의 같아야

이산화탄소 영향 측정하기
1.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디지털 온도계를
두 개의 유리 용기(용기 1, 용기 2)에
부착하세요. 온도계의 끝부분은 바닥에서
5cm 위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두 용기를 5cm 간격 떨어트려 놓습니다.
3. 라임 10g을 계량해서 용기 2에 붓습니다.
4. 두 용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아래 표에 온도
값을 기록하세요.

합니다.
6. 스탠드에 램프를 부착하여 테이블의 약
35cm 정도 위에 놓습니다. 두 용기에
골고루 빛이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7. 램프를 켜주세요.
8. 조심스럽게 식초 50 ml를 라임과 함께
용기에 부어주세요.
9. 스톱워치를 켜고 2분마다 온도를 측정해
주세요. 측정한 온도를 표에 기록해
주세요.

주의: 램프가 매우 뜨겁습니다!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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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들기
추가 정보
가능한 한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장비를 설치할 때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장비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즉, 용기와 램프의 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 두 용기의 처음 온도는 최대한 비슷해야 합니다. 물체가 실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하루
전에 장비를 준비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장비는 가능한 한 바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실내의 통풍(예:
에어컨)은 정확한 측정을 방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