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이끄는 과학탐구 챌린지 1단계 탐구과제
맛있는 혼합물을 분리해보자
가. 맛있는 혼합물, 음식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여러 음식 안에도 여러 가지
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
고, 그 음식을 보며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서술해봅시다.

나. 우리가 먹는 시리얼 속에 철가루가 있다고?
1) 시리얼 박스에서 영양성분표를 찾아 사진으로 나타내보고, 시리얼에 철분은 몇 g정도 포함
되어 있는지 써 봅시다.
2) 시리얼 속 철분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술해봅시다.
3) 시리얼에서 철분을 아래의 방법을 따라 직접 분리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사진으로 나타내
보자.
[준비물]
철분 하루권장량 60% 이상 시리얼, 네오디뮴 자석, 지퍼백, 따뜻한 물
[실험 시 주의사항]
1. 시리얼을 부술 때 밀대 등을 이용하면 쉽다. 믹서기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더 곱게
갈 수 있따. 단, 믹서기 안의 칼날이 날카로워 손을 넣을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으니
절대 믹서기 안에 손을 넣지 않는다.
2. 따뜻한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실험하도록 한다.
3. 철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철분의 양이 많이 포함된 시리얼을 이용하여 양을 넉넉하게
하고 자석 끝에 끌려오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한다. 자석의 경우 일반 자석은 자력
이 약하여 철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강력한 자력의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한
다.
4. 네오디뮴 자석은 자성이 매우 강한 자석으로, 자석 사용 시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보호
자와 함께 실험하도록 한다.

[실험 과정]
1. 시리얼 300g을 지퍼백에 넣고 잘 잠근다.
2. 시리얼을 곱게 부순다(믹서기를 이용하면 더 곱게 갈 수 있다).
3. 지퍼백에 따뜻한 물을 붓고 잘 섞은 다음 20분 정도 둔다.
4. 지퍼백 바깥쪽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대고 20초 정도 이리저리 움직인다.
5. 지퍼백 안쪽에서 네오디뮴 자석쪽으로 모이는 물질이 있는지 관찰한다.

다. 우유는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1) 우유에는 어떤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지 자료 검색을 통해 조사하고 서술해 봅시다.
2) 우유 속 단백질을 분리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어보고, 그 실험과정과 결과물을 사진으로 나
타내 봅시다.
[준비물]
우유 250ml정도, 식초 2-3스푼, 비커 혹은 냄비, 유리막대(숟가락), 가열장치(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거름장치(거즈, 스타킹, 체 등), 모양틀
[실험 시 주의사항]
1. 우유를 끓일 때 화상에 주의하고 주변 보호자와 함께 실험하도록 한다.
2. 데워진 우유에 덩어리를 꺼낼 때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식힌 다음 걸러낸다.
[실험 과정]
1. 우유 250ml 정도를 냄비나 비커에 넣고 적당히 뜨거울 때까지 끓인다(전자레인지 이용
도 괜찮으며, 우유에 표면에 김이 날 정도로만 끓인다.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한다).
2. 데워진 우유에 덩어리가 생길 때까지 식초 2-3스푼 넣고 잘 저은 다음 충분히 식힌다.
3. 우유가 식어서 하얗게 알갱이가 생기면 거즈로 거른다(거즈 대신 못쓰는 스타킹이나 체
를 사용해도 괜찮다).
4. 걸러낸 내용물을 반죽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직접 손으로 만들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틀(비누 만들기 몰드, 쿠키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반죽을 많이 하면 알갱이들이
잘 뭉쳐 원하는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5.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두고 2일~1주일 정도 말린다(드라이기를 이용하면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우유에 식초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4) 식초를 만나 덩어리진 단백질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했나요?

라. 음식 외에도 우리 주변에 혼합물이 많다고?
음식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혼합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서술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