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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활동상황

학생들이 가지는 과학오개념 중 하나로 가루물질을 액체로 생

활동1. 가루물질 관찰

각하는 것이 있다. 가루 물질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액체처럼

1) 준비물

보인다는 것이다. 가루물질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다면

가) 휴대용 현미경

덩어리가 작은 고체임을 바르게 인지하여 오개념을 막을 수 있

(미니현미경)

다. 이와 같이 현미경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확장된 관찰탐구

활동하기 편리한

는 과학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대용 현미경으

이 실험은 간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탐

로 다양한 배율

구해 보고, 평소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양과 구조를 발견해 보

이 있는데 본 자료는 30배 배율을 사용하였다.

는 관찰 활동이다.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휴대용 현미경을

나) 여러 가지 가루 물질

사용하여 간단한 종이프레파라트를 만들어 가루 물질의 결정

다) 종이, 펀치, 셀로판테이프, 가위, 라벨, 네임펜

을 관찰해 보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다. 각 가루들의 결정을 확
인해 본 후 비밀프레파라트에 섞여진 가루를 알아맞히는 게임
을 곁들여 할 수 있다.
두 번째 활동은 인쇄물의 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
헝겊들의 섬유조직이 어떤 모양인지 탐구해 본다. 눈으로 보기
엔 한가기 색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다양한 색의 점들로 이루어
진 인쇄의 원리도 찾을 수 있다. 섬유의 종류에 따라 조직이 여
러 가지인데, 현미경을 통해 그 모양을 관찰해 본다.

2) 활동 방법
가) 적당한 크기로 자른 종이에 구멍을 뚫고, 셀로판테이프를
종이의 한쪽 면에 붙여서 구멍을 막는다.

2011 + Winter

29

초등 과학

심미적 과학실험(미시세계 탐구)

2) 활동 방법
가) 신문의 칼라인쇄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하늘색이 사실은 파랑, 검정,
흰 점들의 배열]

나) 셀로판테이프의 끈적끈적한 쪽에 가루를 묻힌다.

[오렌지색 글자가 자세히 보니
빨강, 파랑, 노랑 점들의 배열]

나) 여러 가지 헝겊을 준비하여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본다.

다) 가루가 묻은 쪽에 셀로판테이프를 붙이고, 가루의 이름을

[면블라우스의 조직]

쓴다.

[방수 점퍼의 겉면 조직과 안쪽 면 조직]

라) 휴대용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실크 스카프의 조직]

[등산용 면 스카프의 조직]

✱섬유의 종류에 따라 조직의 짜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활동3. 만 원 권 지폐 속 숨은 글자 찾기
1) 훈민정음 자음모음
2) BANK OF KOREA

활동2. 섬유조직 관찰
1) 준비물 : 신문, 여러 가지 헝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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