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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 하지.

만 때론 위험한 무기로 변하기도 감전으로 사망한 아빠에 대한 죄...

책감으로 말을 잃어버린 후 사랑으로 말을 되찾는 에이미 외계< >,

인이 지구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여자를 이용하려다가 마지막에 감

전시켜 외계인을 물리치는 아폴로 무서운 상어와 싸우다가 결국< >,

고압선으로 상어를 감전시켜 물리치는 딥 블루 씨 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다< > .

영화에서처럼 사람 몸은 정말 전기가 흐를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 더 잘 감전될까? ?

이런걸 알게 되요

우리 몸은 어떤 경우에 전기가 더 잘 통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해요

트랜지스터 형 개 형 개 개 전해콘덴서 개1015(PNP ) 1 , 1815(NPN ) 1 , LED 1 , 4.7 1 ,㎌

납땜용 기판 크기 장 건전지 라디오펜치 또는 니퍼 클립 개( 4×5cm)1 , 3V , , 2

따라 와 왜 안와~

각 부품의 이름과 극성 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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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개도를 잘라서 가운데 굵은 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는다 이때 검은 점들이.①

일치하는지 비추어 확인한다.

전 개 도< > 완성된 모습< >

접은 전개도 안쪽 굵은 선 쪽에 기판을 밀어 넣는다.②

샤프나 핀을 이용하여 검은 점을 기판 구멍에 맞추어 뒤쪽까지 뚫리게 한다 이때.③

위아래 종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도 된다.

전개도의 부품 그림이 위쪽에 오도록 하고 그림에 맞도록 개 부품을 모두 끼운다4 .④

이때 극성에 주의하고 최대한 손으로 밀어 넣는다.

뒷면을 보고 실선끼리 손이나 롱로즈를 이용하여 연결시킨다.⑤

전선을 이용하여 클립을 끼워 손잡이를 만든다.⑥

⑦ 건전지를 끼워서 완성한다.

결과를 정리해 봐요...

양손으로 클립을 잡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①

손을 오므리고 펴고를 번 정도하거나 손에 땀을 낸 후 양손으로 클립을 잡아보‘ ’ 50②

자 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①

아래 그림처럼 친구의 손을 잡고 여러 명 연결해 보자 친구들 수가 많으면 어떻게.③

되나요?



친구의 옷 머리카락 모자 입 코 귀 등 신체의 곳곳을 잡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 , , , ,④

아보고 주변의 여러 물질들이 전기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자, .

생각 모으기

사람이 감전사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①

젖은 손과 마른 손일 때 사람의 저항의 차이를 알아보자.②

긴장할 때와 보통 때 깜빡이는 횟수의 차이는 왜 생길까?③

그래 바로 이거야, !

우리 신체는 도 너무 큰 전류이므로 는 의 분의 라는 단위를 사용1A (1 1A 1000 1)㎃ ㎃

한다 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약간 느끼는 정도이고 이면 불쾌감을 느. 1 , 10㎃ ㎃

끼는 정도가 되고 즉 정도면 사람이 죽게된다 이때 전기충격 정도는 흐른100 , 0.1 A .㎃

전류의 크기와 흐른 시간 신체 관통부분에 따라 결정된다 전류의 일부 중 심장을 초, . 1

이상 지나면 심장근육이 불규칙적으로 수축되기 시작하고 신속히 끝나지 않으면 사망한

다 물론 피부가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날이면 전류가 훨씬 많이 흐르게 되어 사망할.

수 있다.

전자 개가 가진 전하량은1 1.6 10 - 19C이다 너무도 작은 숫자이다 이것이 모여. . 1C

의 전하가 만들어지려면 초당 개의 전자가 모여야 한다 전자625,000,000,000,000,000 .

는 크기나 질량은 대단히 작다 그리고 대전될 때 물체사이에 전자는 이동을 하지만 새.

로운 생성이나 소멸은 없기 때문에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

고 실험을 하더라도 불이 깜박이는 것은 도중에 전하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프랑스 과학자 놀레 신부는 전기가 전달될(Abbe Jean Antonie Nollet, 1700~1770)

수 있는 거리 전기가 전달되는 물질의 종류 전기가 움직이는 속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

많은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왕이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

운데 프랑스 근위병 명을 한 인간과 같이 모두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실험을 하였180

는데 많은 병사가 하나의 명령에 그렇게 빠르게 일제히 복종한 적은 없었다 고 전해“ .”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