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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상태 변화
✚ 압력과 물의 상태 변화

2 상태 변화
1. 상태 변화 : 물질이 한 가지 상태로만 있지 않고 주변의 조건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것
2. 상태 변화의 원인

물은 예외적으로 압력이 커지면 고
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한다. 즉,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녹아 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⑴ 온도
① 온도가 높아질 때(물질을 가열할 때) : 고체 → 액체 → 기체

를 신고 얼음판 위에 서면 얼음이
물로 상태 변화한다.

② 온도가 낮아질 때(물질을 냉각할 때) : 기체 → 액체 → 고체
⑵ 압력
① 압력이 높아질 때 : 기체 → 액체 → 고체
② 압력이 낮아질 때 : 고체 → 액체 → 기체
3. 상태 변화의 종류

⑴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

정의

융해 (고체 → 액체)

응고(액체 → 고체)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로 변하는 현상

액체가 냉각되어 고체로 변하는 현상

•음료수에 넣은 얼음이 녹는다.
•따뜻한 곳에서 초콜릿이 녹
는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이 녹
는다.

예

•겨울철에 호수가 언다.
•고드름이 자란다.
•따뜻한 고깃국에 떠 있던
기름방울이 하얗게 굳는다.

✚ 융해와 용해
초콜릿이 녹는 것처럼 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
을 융해라고 하고, 설탕이 물에 녹
는 것처럼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이
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⑵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정의

기화 (액체 → 기체)

액화(기체 → 액체)

액체가 가열되어 기체로 변하는 현상

기체가 냉각되어 액체로 변하는 현상

•물이 끓는다.
•땀이 마른다.
•한 낮이 되면 이슬이 사라
진다.

예

•목욕탕 거울에 김이 서린다.
•새벽녘 풀잎에 이슬이 맺힌
다.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 기화와 증발·끓음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
로 기화하는 현상이고, 끓음은 액
체 전체에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
는 현상이다.

⑶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승화 (고체 → 기체)
정의

예

승화(기체 → 고체)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가 되는 현상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점점 작아진다.
•응달에 쌓인 눈이 녹은 흔적없이 줄어든다.
•겨울철 그늘의 빨래가 언 상태에서도 마른다.

증발

끓음

•나뭇잎에 서리가 생긴다.
•냉동실 벽에 얼음이 생긴
다.
•추운 날 창문에 성에가 생
긴다.

기체
승화

✚ 승화성 물질

액화
승화

이산화 탄소, 아이오딘, 나프탈렌

기화

등과 같이 대기압 하에서 고체의

융해
고체

응고

▲ 물질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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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온도를 높였을 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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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변화
 물질이 어느 한 가지 상태로

05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옳지 않은 것은 ×표를 하시오.

만 존재하지 않고 주변의 조

⑴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나 기체로 상태 변화한다.

(

)

건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는

⑵ 기체에 압력을 크게 가하면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한다.

(

)

것을  라고 한다.

⑶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 액체 →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

)

⑷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주변의 조건에 따라 상태가 변한다. (

)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라고 한다.
 물이 하면 수증기가 된
다.
 차가운 컵 표면에 생기는 물
방울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06

(가)~(바)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의 명칭을 쓰시오.

한 것이다.

고체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가)

(바)
(나)

않고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
하는 것을 라고 한다.

(마)
(다)

액체

기체
(라)

07

다음 예시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쓰시오.

⑴ 물이 끓는다.

(

)

⑵ 추운 날 창문에 성에가 생긴다.

(

)

⑶ 초를 타고 흐르던 촛농이 굳는다.

(

)

⑷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점점 작아진다.

(

)

⑸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거울에 김이 서린다.

(

)

08

그림과 같이 가열된 프라이팬 위에 버터를 올려놓으면 버터가 녹는다.

이와 같은 상태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ㄱ. 고드름이 자란다.
ㄴ. 얼음 조각상이 녹는다.
ㄷ. 낮이 되면 이슬이 사라진다.
ㄹ.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ㅁ.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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