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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자모형과수업활용1)

|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김인애(숭덕여고, ury406@paran.com), 양현우(송도고),
천 숙(부천공고),  한현진(계산여고), 정 도(인하사대부중)

시원한얼음물한잔에갈증을해결하

면서도물위에둥둥뜬얼음을보며

도의차이를고민하고있다면아마도화

학선생님일가능성이높을것입니다.

고등학교화학I 교과서를펼치자마자

물은 친숙한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 등 화학 결합과 분자

사이의힘이뒤섞여등장합니다. 어떻게

수업해야하나?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워

집니다. 물분자의중심각이 104.5°라는

것을알려줄때면비공유전자쌍이어떻

고 하는 것보다는, EBS 라디오 주파수

가FM 104.5 이기때문이라는억지가더나은효과를보이는

것에때론우울하기도하지요. 하지만우리는우울함에서희망

을발견하려고합니다.  

우리의억지스러움의대상은물분자모

형입니다. 모형에자석을달아수소결합을

억지스럽지만느껴보려고합니다. 물론수

소결합과자석의자기력은다른힘이어서

비논리적이라는 반박을 피할 수는 없겠지

요. 하지만모형의제한점을긍정적으로논

의할수있기를조심스레소망합니다. 모형

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모형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모형의 한계점

을이해하는과정에서충분한교육적효과

가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 분

자모형제작은이러한기대로시작하 습

니다. 여러화학선생님과함께물분자를만들어수업에활용

하고긍정적인논의를해보았으면합니다.  

1) 본 원고는 2009년도 제14회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교사캠프 원고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름25mm 스티로폼구12개(수소, 흰색), 29mm 스티로폼구6개(산소, 붉은색), 스티로폼절단

기세트, 양면테이프, 가위, 3×5mm 네오디윰자석24개, 루건, 램프, 나사못, 펜, 콤파스, 원형커

터칼, 수소와산소용정형틀, 아크릴판약10×10cm

산소 원자 스티로폼에 네 점찍기

1. 점찍기용아크릴판준비

①콤파스를이용하여아크릴판에반지름14mm의원을그린다.

②원형커터칼을이용하여아크릴판의원을잘라낸다. 

③잘라낸아크릴판에가상의정삼각형을생각하고세점을찍는다. 

2. 산소스티로폼에네점찍기

①잘라낸아크릴판에29mm 스티로폼구를올려놓는다. 

②밑변삼각형세점에펜으로점을찍는다. 

③가장윗부분중앙에네번째점을찍는다.

④위의과정을5번반복하여점찍은산소6개를완성한다. 

물 분자 만들기

1. 수소원자자르기

①수소스티로폼을수소용정형틀을이용하여스티

로폼절단기기로반을자른다. 

②자른 스티로폼의 반구 중앙에 펜으로 점을 찍어

둔다.  

③위의과정을5번반복하여점찍은수소원자모형

(반원) 12개를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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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A. 물 분자 만들기

필요한 것들

활동1 

활동2

산소 원자의 세 점 찍기 산소 원자의 네 번째 점 찍기

자르고 나면 버튼을 눌러 절단기의
전원을차단한다.

잠깐만



2. 산소원자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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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소용정형틀바닥에산소의한점

을정중앙에오도록놓는다. 

②산소 스티로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절단기로밑면을자른다. 

③산소의 다른 점을 과정 ②와 같은

방법으로자른다.

⑤이와같은방법으로 5개의물분자

를더만들어모두6개를제작한다. 

④산소의절단된부분과수소를양면

테이프를이용하여붙여물분자를

완성한다.

양면테이프 대신에 루건을
이용해도된다. 

잠깐만



물 분자에 자석 끼우기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 분자 모형

물의세가지상태에대한미시적접근으로물분자의모형을다루는수업을전개할때사용할수

있다. 이때, 얼음의육각구조를만들어빈공간이생기는것을학생들이직접경험하게할수있다.

또한얼음이물보다 도가작은이유를모형으로설명해보도록격려한다. 모형의수가적어학생들

이개별적으로다루기어려울때에는아래그림과같이칠판에붙이면평면적인칠판에서입체적인

구조를설명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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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활용1

①클램프에있는나사못을화기에주

의하며불에달군다. 

②달군나사못을수소와산소의점이

찍힌부분에갖다대어자석이들어

갈자리를만든다.

③꼬마자석의한쪽에 루건액을바

른다. 

④점액이마르기전에자석을구멍안

으로끼워넣는다. 

과정 ①에서 스티로폼이 쉽게 녹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갖다 댄다. 여러 번 반복
해보면 적절한 힘 조절을 할 수 있다. 화기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정 ③에서 산소와 수
소에 넣는 자석은 서로 다른 극이 되도록 주의한다. 다른 분자들끼리 자극이 맞지 않아
수소끼리붙거나산소끼리달라붙는당황스러운상황이발생할수있다. 

잠깐만

실험B. 모형의 수업 활용



칠판에서의 물 분자 극성 설명 모형

교실칠판은대부분자석이붙기때문에자석모형을칠판에붙여판서와함께편리하게수업에

활용할수있다. 특히아래그림과같이물분자가극성분자임을확인하는실험을한후물줄기가

대전체쪽으로끌리는원리를설명할때, 칠판에붙어있는모형을사용하면쉽게방향과위치를바

꿔줄수있기때문에대전체의전하에따라간단하고편리하게설명을할수있다.   

물 분자가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향하게 하다가 대전체의 전하를 양전하로 바꾸어 물줄기의 휘는 방향
을설명하려할때간편하게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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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2

얼음 모형 물 모형 수증기 모형

➔ ➔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의 설명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구조 설명

물분자모형을연결하여얼음구조물을만들고내부의빈틈에메탄분자를넣어메탄하이드레

이트의구조를만들어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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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3

물분자의구조를그리지않고빠르게붙여나가
면서설명을이어나갈수있다.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의 차이를 이해시키는데 자석
모형이도움이된다.

활용4



1. 모형을제작할때수소와산소에끼워넣는자석의극을반대로하는이유는?  

2.  물 모형에서 공유 결합은 루건 액으로 수소 결합은 꼬마 자석으로 해결하 다. 소재의 선택은

적절한가? 다른모형으로의대안은있는가?  

3. 물줄기실험설명에서물분자모형의사용에과학적인오류는없는가? 

4. 이 모형으로설명하기편리한또다른학습내용은무엇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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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