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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막 탐구 활동
학교

학년

반

이름

▌활동 1 ▌ 비누막 만들기

01

준비 된 스티로폼 공과 연결 막대(이쑤시개), 접착제를 가지고 아래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방법은, 연결 막대 끝에 접착제를 묻히고, 적당한 방향에서
연결 막대를 스티로폼 공에 찔러 넣으면 됩니다.

<주의> 연결 막대의 끝이 날카로우므로 손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접착제는 특히 눈 또는 다른 신체 부위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이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세요.

+ 이 외에 다른 입체 도형도 만들어보세요.

02

위에서 만든 모양을 비눗물에 넣었다가 천천히 꺼내 봅시다.
비누막이 어떤 모양으로 생깁니까? 다음 그림에 비누막의 모양을 그려 봅시다.

03

마찬가지로, 다음의 모양들도 만들어 비눗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꺼내 보고,
그 때 생기는 비누막의 모양을 그려 봅시다.

04
①
②

실험들의 결과로부터 비누막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활동 2 ▌ 비누막이 만드는 길

01

1. 실험판을 비눗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이때 생기는 비누거품은 제거하세요)
2. 투명 아크릴 막대에 비눗물을 묻히세요.
3. 두 사람이 조가 되어, 실험판 사이에
아크릴 막대를 세워서 집어넣어 봅니다.
4. 두 개의 막대 끝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5. 두 개의 막대를 동시에 천천히 잡아당겨 봅시다.

어떤 모양으로 비누막이 생기나요? 그림에 그려 보세요.
(비 누 막 이 잘 만 들 어 지 지 않 는 다 면 , 실 험 판 과 투 명 막 대 에 비 눗 물 을
다 시 묻 히 고 해 보 세 요 .)

02

같은 방법으로 투명 막대 3개에 비눗물을 묻히고 막대에 실험판의 두 면에 모두
닿도록 세워 그 끝을 한 곳에 모았다가 천천히 서로 떨어뜨려본다고 가정해 봅시
다. 어떤 모양으로 비누막이 생기게 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자기의 생각을
아래 그림에 그려 봅시다. (4개의 투명 막대도 가정해보세요)

03

실제로 실험을 해 보고, 아래 그림에 비누막의 모양을 그려 봅시다.

▌활동 3 ▌비눗방울 만들기

01

빨대에 비눗물을 묻혀, 비눗방울을 불어보세요. 옆의 친구의 비눗방울과
자신의 비눗방울을 서로 붙여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나요? 그려보세요.

02 (1)실험판 위에 비눗물을 묻히고 그 위에 비눗방울을 불어 봅시다.
어떤 모양이 되나요? (그림위에 그려보세요)
(2) 실험판 위에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비눗방울이
서로 붙도록 만든 후, 그 모양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03 (1) 실험판 안에 한 개의 비눗방울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모양이 되나요?(그림위에 그려보세요)
(2) 실험판 사이에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비눗방울이
서로 붙도록 만든 후, 그 모양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04

지금까지 관찰한 비눗방울의 모습들에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