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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계곡물이 봄이 되면서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이
봄 햇살을 받아 녹아 물방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은 고체인 얼
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얼어 있는 얼음, 흘러내리는 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
증기의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봅니다. 또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
는 모습을 통해 물의 상태 변화를 알아봅니다.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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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상태 변화
단원 학습 목표

⑴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봅니다.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생활의 예를 찾아봅니다.

⑵	증발과 끓음
•증발을 알고, 우리 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봅니다.
•증발과 끓음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⑶	응결과 물의 상태 변화의 이용
•응결을 알고, 우리 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찾아봅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1차
(1) 물의 상태 변화
2차
3차
(2) 증발과 끓음
4차
5차
(3) 응결과 물의 상태 변화의 이용
6차
7차

진도 체크

교과서 내용 학습 + 핵심 개념 문제



실전 문제 + 서술형·논술형 평가



교과서 내용 학습 + 핵심 개념 문제



실전 문제 + 서술형·논술형 평가



교과서 내용 학습 + 핵심 개념 문제



실전 문제 + 서술형·논술형 평가



대단원 정리 학습 + 대단원 마무리 + 수행 평가 미리 보기


해당 부분을 공부한 후 표를 하세요.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1.indb 41

2020-05-13 오전 9:51:10

2. 물의 상태 변화

도입 실험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과자 만들기
더운 여름, 얼음과자를 먹어 본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얼음과자를 만지면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얼음과자
를 베어 물면 입에서 녹고 입안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주스로 얼음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나요? 얼기 전에 주스는 어떤 모습이었
나요? 시원하고 달콤한 얼음과자를 만들어 보면서 주스가 얼기 전과 언 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2~33쪽

얼음과자를 먹거나 만든 경험
•주스를 얼음과자 틀에 넣고 냉동
실에서 얼렸습니다.
•얼기 전에 주스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
라집니다.
•언 후의 주스는 차갑고 딱딱합
니다.

얼음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면 얼음과자가 사르르 녹으면서 입안이 시원해집니다.
주스와 얼음을 이용하여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과자를 만들어 봅시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스, 비닐장갑, 나무젓가락, 비커(500mL), 잘게 부순 얼음이 든 비커, 소금
이 든 페트리 접시, 약숟가락, 접시, 면장갑

▲ 주스

▲ 비닐장갑

▲ 나무젓가락

▲ 비커

▲ 잘게 부순 얼
음이 든 비커

낱말 사전

틀 물건을 만드는 데 본이 되는
물건

42

▲ 소금이 든 페트리 접시

▲ 약숟가락

▲ 접시

▲ 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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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까요?
비닐장갑

 주스를 비닐장갑의 손가락 부분

 의

비닐장갑을 비커에 넣고 잘

에 넣고, 비닐장갑의 윗부분을

게 부순 얼음과 소금을 번갈아

나무젓가락의 갈라진 틈 사이에

넣습니다.

끼워 고정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비닐장갑
을 비커에서 꺼내고, 내용물을

얼음과자를 만들 때 주의할 점
•주스가 들어 있는 비닐장갑이 소
금을 섞은 얼음에 잘 덮이도록 합
니다. 주스가 들어 있는 비닐장갑
의 사방이 소금을 섞은 얼음에 뒤
덮여야 주스가 빨리 업니다.
•얼음을 잘게 부숴 소금과 섞으면
비닐장갑 안의 주스가 빨리 업니
다. 얼음을 부술 때 믹서를 이용
하거나 얼음을 넣은 지퍼 백 위에
수건을 올리고 단단한 물체로 쳐
서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틀을 이용해서 얼음을 얼
릴 수도 있습니다.
•얼음과 소금을 3:1 가량 되도록
섞습니다.
•얼음과 소금을 섞을 때에는 맨손
으로 섞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
이나 약숟가락 등 도구를 이용해
얼음과 소금을 섞습니다.
•얼 음에 소금을 넣으면 온도가
0¾ 이하로 내려가므로 비닐장갑
안의 주스가 얼게 됩니다.

확인해 봅시다.

생각해 보기

1. 비닐장갑에 든 주스의 변화와 비닐장갑 밖의 얼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해 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장갑에 든 주스는 얼어 딱딱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닐장갑 밖의 얼음은 점점 녹아 물이 됩니다.

2. 얼음과자를 먹어 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스가 얼기 전과 달리 차갑고 딱딱합니다.
•주스 맛이 납니다.

낱말 사전

고정(固定) 일정한 곳에 붙여
움직이지 않음

2. 물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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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의 상태 변화

1

(

)

얼음과 물 관찰하기

물의 상태 변화
교과서 34~39쪽, 실험관찰 18~20쪽

 얼음과 물
⑴ 얼음과 물의 특징과 차이점

페트리 접시에 얼음과 물을 각각 담고 페트리 접시를 기울였을 때 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모양
▲ 얼음

손으로 만졌을 때의 특징

얼음

물

일정한 모양이 있다.

•일정한 모양이 없다.
•흐른다.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차갑고 단단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⑵ 시간이 지남에 따른 얼음과 물의 변화
① 얼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으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됩니다.
② 손에 묻은 물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마르고, 물이 손에서 사라집니다.

▲물
생활에서 물의 세 가지 상태 찾
아보기
•얼음(고체) : 겨울철에 호수가 꽁
꽁 얼어 있습니다.
•물(액체) : 수영장의 물 미끄럼틀
에 물이 흐릅니다.
•수증기(기체) : 따뜻한 물이 담긴
온천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가 있습니다.

사라진 물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
⑴ 물의 세 가지 상태

①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가지 상태로 있고, 서로 다
른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② 고체인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있고, 차갑고 단단합니다.
③ 액체인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이 흐르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④ 기체인 수증기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⑵ 햇볕을 받은 고드름의 변화와 물의 상태
햇볕을 받은 고드름의 모습
•고 드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
니다.
•고드름 끝에 물방울이 달려 있습
니다.
•고드름 끝에 달린 물방울이 땅으
로 떨어집니다.
•고드름에서 떨어져 땅을 적신 물
이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① 고드름은 고체인 얼음입니다.
② 고드름이 녹으면 액체인 물이 됩니다.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⑴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늘어납니다.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나 나타나는
⑵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예 현상입니다.
① 겨울에 바위틈에 있던 물이 얼면서 바위가 쪼개집니다.
② 한겨울에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얼어서 터집니다.
③ 음료수가 가득 든 유리병을 얼리면 유리병이 깨집니다.
④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어 얼리면 페트병이 커집니다.
⑤ 겨울철에 물을 담아 둔 장독 안의 물이 얼어 장독이 깨집니다.

낱말 사전

상태(狀態) 사물이나 현상이 놓
여 있는 모양
계량기(計量器) 계량(부피나 무
게는 재는 것)하는 데 쓰이는 도
구

⑥ 냉동실에 넣어 둔 요구르트병이 팽팽해집니다.


▲ 겨울철에 물이 얼어서 터진 수도 계량기

44

▲ 물이 얼기 전

▲ 물이 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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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줄어듭니다.
 이때 줄어든 부피는 물이 얼 때에 늘어난 부피와 같습니다.

⑵ 우리 주변에서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예

용기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얼음이 녹기 전과 녹은 후의 부
피 변화

① 꽁꽁 얼어 있던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으면 튜브 안

   

에 가득 찬 얼음과자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② 물이 얼어 부푼 페트병을 냉동실에서 꺼내 놓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③ 냉동실에서 꺼낸 언 요구르트의 부피가 시간이 지 ▲ 얼음과자가 ▲ 얼음과자가
녹기 전

나면서 줄어듭니다.

▲ 얼음이 녹기
전의 부피(물
의 높이)

▲ 얼음이 녹은
후의 부피(물
의 높이)

녹은 후

④ 얼음 틀 위로 튀어나와 있던 얼음이 녹으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

[준비물]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험관, 유성 펜(검은색, 빨간색), 전자저울, 물, 잘게 부순 얼음이
든 비커, 소금이 든 페트리 접시, 약숟가락, 유리 막대, 화장지
[실험 방법]
①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② 플라스틱 시험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마개를 막은 뒤 검은색 유성 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
합니다.
③ 전자저울로 플라스틱 시험관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④ 잘게 부순 얼음에 소금을 넣고 유리 막대로 잘 섞은 뒤 비커의 가운데에 플라스틱 시험관을
꽂아 물을 얼립니다.
⑤ 물이 완전히 얼면 플라스틱 시험관을 꺼내 물의 높이를 빨간색 유성 펜으로 표시하고, 얼기
전의 부피와 비교해 봅시다.
⑥ 물이 언 플라스틱 시험관의 표면을 화장지로 닦은 뒤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얼기 전의
무게와 비교해 봅시다.
[실험 결과]
① 물이 언 후의 물의 높이는 얼기 전보다 높아집니다.  물이 얼면 부피는 늘어납니다.

물이 어는 과정을 관찰하고 물
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주의할 점
•물을 넣은 플라스틱 시험관에 셀
로판테이프를 붙이면 유성 펜으
로 물의 높이를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의 높이를 표시할 때 가장 오목
한 부분을 기준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얼음의 크기가 작을수록 플라스틱
시험관 안의 물이 빨리 업니다.
•물을 얼릴 때에 수면이 기울어지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물이 얼기 전의 물의 높이

▲ 물이 언 후의 물의 높이

②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물이 얼면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확인 문제
1.	물은 (
)인 얼음, (
)인 물, (
)인 수증기의 세
가지 상태로 있습니다.
2.	고드름이 녹으면 ( 고체 , 액체 , 기체 )인 ( 물 , 수증기 )이/가 됩
니다.

3.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고 부피는 ( 늘어납니다 ,
줄어듭니다 ).
정답 1 고체, 액체, 기체 2 액체, 물 3 늘어납니다

2. 물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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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념

1

물의 세 가지 상태를 묻는 문제

⑴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얼음과 물의 특징을 묻는 문제

가지 상태로 있음.

⑴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있지만, 물은 일정한 모양이

⑵ 고체인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있고, 차갑고 단단함.
⑶ 액체인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이 흐르고, 담는 그릇

없고 흐름.

⑵ 얼음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차가우며 단단하나, 물

에 따라 모양이 변함.

은 손에 잡히지 않음.

⑷ 기체인 수증기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눈에 보이지

⑶ 얼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않음.

녹아 물이 됨.

⑷ 손에 묻은 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눈에 보이지

03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의 상태를 쓰시오.

않음.

[01~02] 다음은 페트리 접시에 담은 얼음과 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2

•일정한 모양이 없이 흐른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

㈏

▲ 얼음

)

▲물

01 위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의 기호를 쓰시오.
(

)

04 고드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02 위 ㈎와 ㈏의 물의 상태를 각각 쓰시오.
㈎:(
㈏:(
46

)
)

)

① 고체이다.
② 눈에 보이지 않는다.
③ 일정한 모양이 없다.
④ 녹으면 기체가 된다.
⑤ 여름에 처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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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묻는 문제

⑴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부피
는 늘어남.

개념

4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묻는 문제

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음.

⑵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예
① 냉동실에 넣어 둔 요구르트병이 팽팽해짐.
②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어 얼리면 페트병이 커짐.

⑵ 얼음이 녹을 때 줄어든 부피는 물이 얼 때에 늘어난
부피와 같음.

⑶ 우리 주변에서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

③ 한겨울에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얼어서 터짐.

된예

④ 겨울에 바위틈에 있던 물이 얼면서 바위가 쪼

① 꽁꽁 얼어 있던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으면 튜브

개짐.

안에 가득 찬 얼음과자의 부피가 줄어듦.

⑤ 겨울철에 물을 담아 둔 장독 안의 물이 얼어 장
독이 깨짐.

② 얼음 틀 위로 튀어나와 있던 얼음이 녹으면 높이
가 낮아짐.
③ 냉동실에서 꺼낸 언 요구르트의 부피가 시간이

05 다음 (  

) 안에 >, =, <를 써서 물이 얼기
전과 물이 언 후의 부피와 무게를 옳게 비교하
시오.
⑴

⑵

물이 얼기
전의 부피

물이 얼기
전의 무게

(

(

물이 언 후의
부피

)

물이 언 후의
무게

)

지나면서 줄어듦.
④ 물이 얼어 부푼 페트병을 냉동실에서 꺼내 놓으
면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듦.

07 얼음이 녹을 때의 변화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

① 무게가 줄어든다.
② 무게가 늘어난다.
③ 부피가 늘어난다.
④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06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 때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예는 어느 것입니까? (

)

① 한겨울에 처마에 고드름이 생긴다.
② 비가 온 후에 추워지면 도로가 언다.
③ 도로 위에 내린 눈이 시간이 지나면 녹
는다.
④ 물이

든 컵을 창가에 두면 물의 높이가 낮
아진다.
⑤ 겨울철에

물을 담아 둔 장독 안의 물이 얼
어 장독이 깨진다.

08 꽁꽁 얼어 있던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으면 튜브

안에 가득 찬 얼음과자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서 골라 쓰시오.
늘어난다.

줄어든다.

변화가 없다.

(

)
2. 물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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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물의 세 가지 상태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중요

01 다음은 물과 얼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 고체-물
㉢ 고체-얼음
㉤ 액체-수증기

얼음

㉠ 액체이다.

고체이다.

㉡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다.

㉢ 일정한 모양이 있다.

일정한 모양이 없다.

㉣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손으로 잡을 수 있다.

(

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손이

따뜻해진다.
② 손에

묻은 물이 마른다.
③ 손에

물이 계속 묻어 있다.
④ 손에

묻은 물의 양이 많아진다.
⑤ 손에

묻은 물이 손에서 사라진다.

)

㉡ 액체-물
㉣ 기체-얼음
㉥ 기체-수증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02 손에 물을 묻힌 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는 변화

에서 모두

보기

것의 기호를 쓰시오.
물

보기

[05~06] 오른쪽의 물이 든 페트병을 냉동실
에 넣어 두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05 물이 언 후의 페트병의 모습으로 옳은 것의 기호
를 쓰시오.

㈎

㈏

(

)

03 다음은 고드름이 햇볕에 녹는 모습입니다. ㉠과
㉡의 물의 상태를 각각 쓰시오.

서술

㉠

06 문제 5의 답과 같이 물이 얼었을 때 페트병의 모

㉡

㉠:(

48

형

습이 달라진 까닭을 쓰시오.

), ㉡ : (

)

과학 4-2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1.indb 48

2020-05-13 오전 9:51:19

정답과 해설 8쪽

[07~09] 다음은 물이 얼 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09 앞 실험의 결과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추운 겨울에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겼다.
② 물을 담아 둔 장독 안의 물이 점점 줄어
든다.
③ 유리병에 물을 가득 넣어 두면 유리병이 깨
진다.
④ 겨울에

바위틈에 있던 물이 얼면서 바위가
쪼개진다.
⑤ 냉동실에서

꺼낸 언 요구르트의 부피가 시
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실험 방법]

㉠ 플라스틱 시험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마개를 막은
뒤 검은색 유성 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한다.
㉡ 플라스틱 시험관의 무게를 측정한다.
㉢ 잘게 부순 얼음에 소금을 넣고 유리 막대로 잘 섞은
뒤 비커의 가운데에 플라스틱 시험관을 꽂아 물을
얼린다.
㉣ 물이 완전히 얼면 플라스틱 시험관을 꺼내 물의 높
이를 빨간색 유성 펜으로 표시한다.
㉤ 플라스틱 시험관의 표면을 닦고 무게를 측정한다.
[실험 결과]
무게(g)

부피(물의 높이)
얼기 전

(

언후

얼기 전

언후

10 얼음 틀 위로 얼음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13.0

지나 얼음이 녹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13.0

① 물이

끓는다.
② 높이가 높아진다.
③ 높이가 낮아진다.
④ 얼음이

점점 커진다.

07 위 실험 방법 ㉡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어느 것입
니까? (

)

⑤ 얼음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① 줄자		

③ 전자저울		

⑤ 눈금실린더


② 스포이트

④ 유리 막대
서술

형

11 다음은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기 전과 녹은 후의

중요

08 위 실험 결과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

모습입니다.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고 난 뒤 용기
안에 공간이 생기는 까닭을 쓰시오.

시오.



선덕 : 물이 얼면 무게가 줄어들어.
정은 : 물이 얼면 부피가 줄어들어.
재인 : 물이 얼면 무게가 변하지 않아.

▲ 얼음과자가 녹기 전		

▲ 얼음과자가 녹은 후

대한 : 물이 얼면 부피가 변하지 않아.

(

)
2. 물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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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문제 해결 전략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
증기의 세 가지 상태로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얼음과 물을 각각 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
시오.

㈎

핵심 키워드
고체, 액체, 일정한 모양, 흐른다.

㈏

 와 ㈏ 중 고체인 것의 기호를 쓰시오.
⑴㈎
(

)


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쓰시오.
⑵ 얼음과
•얼음은 (
) 모양이 있지만, 물은 (
) 모양이
없다.
•얼음이 든 페트리 접시를 기울이면 흐르지 않으며, 물이 든 페트
리 접시를 기울이면 물이 (
).
•얼음은 고체이고, 물은 (
)이다.

문제 해결 전략
물의 높이 변화로 부피 변화를 알 수 있
습니다.
핵심 키워드
부피, 무게

2

다음은 플라스틱 시험관 속의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변화를 나타낸 것
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얼기 전

빈칸을 채우며
서술형·논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

   

▲언후

▲ 얼기 전

▲언후

⑴ 위 ㈎와 ㈏로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지 쓰시오.
㈎로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

) 변화를 알 수 있고, ㈏로
) 변화를 알 수 있다.

 ㈎와 ㈏를 보고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변화를 쓰시오.
⑵위
•㈎로 보아 물이 얼면 (
•㈏로 보아 물이 얼면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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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1

다음은 물의 상태와 그에 따른 특징을 정리한 것
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물

•고체
•흐른다.
•모 양 이 일 정
하다.
•차 갑 고 단 단
하다.

(

㉡

3

•기체
•일정한 모양이
없다.
•눈 에 보 이 지
않는다.

), ㉡ : (

다음은 페트병 속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모습입
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물이 얼기 전

▲ 물이 언 후


언 후 페트병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
⑴ 물이

⑴ 위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실전 문제

지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물이 얼기 전보다 언 후 페트병의 크기가
(
).

 물의 특징 외에 물의 특징을 두 가지 쓰
⑵위
시오.

(

)

 페트병의 모습 변화로 알 수 있는 사실
⑵위
을 쓰시오.

2

다음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
를 골라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
시오.

㈎

㈏

▲ 햇볕을 받은
눈사람

▲ 햇 볕 을 받 은
고드름

㈐

4

다음과 같이 물을 가득 넣어 얼린 페트병의 무게
를 측정하니 410g이었습니다. 얼음이 모두 녹은
후 이 페트병의 무게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
시오.

▲ 냉동실에 넣어
둔 물병

2. 물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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