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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플러버의 움직이는 고무를 연상시키는 탱탱볼을 보셨나요 이것을 우리 직접 만들어봐요' ' ? ?

이런걸 알게 되요

붕사와 고분자 화합물과 고무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붕사 종이컵 개 나무젓가락 개 식용 색소 비닐 장갑PVA, , 2 , 1 , ,

따라 와 왜 안와~

플러버 만들기1.

물 에 붕사를 정도 넣어 잘 녹인다100ml 30g .①

비커에 물을 담은 후 원하는 색깔의 색소를 조금 넣는다.②

약 을 종이컵에 넣은 후 색소를 섞은 물을 가 살짝 잠길PVA 20g , PVA③

정도로 부어준 후 잘 저어준 후 물풀처럼 끈적끈적해지면 만들어 놓은 붕사

용액을 조금씩 섞는다.

젤리처럼 굳어진 것을 꺼내어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동그랗게 빚는다.④

물기를 제거한 후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만든 후 공모양의 플러버를 바닥⑤

에 던져본다.

플러버를 두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잡아 당겨본다.⑥

플러버를 끓는 물에 약 초간 넣었다가 꺼낸다30 .⑦

양손으로 잡고 늘여서 막처럼 만든다.⑧

플러버 놀아봐요2. !!

플러버를 바닥에 튕겨봅시다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안되요. ( !!)①

누구의 플러버가 더 잘 튀어 오르는지 내기하여 봅시다.②

생각 모으기

플러버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1. ?

고분자 화합물이란 무엇인가요2. ?



플러버가 잘 튀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 ?

그래 바로 이거야, !

플러버의 비밀* !!

붕사는 테트라붕산나트륨 이라는 물질로 물에 녹이면 정도의 염기성 용액이 된(NaB4O7.10H20) PH9

다 폴리비닐알코올 는 비닐 알코올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분자로 그 구조에 수산호. PVA( )

기 가 있어서 다른 고분자에 비해 물에 잘 녹는다 고분자의 수산화기 사이를 붕산이온이(-OH) . (-OH)

끼어들어 서로 엉키게 만들어 준 것이 플러버다 손으로 반죽을 하는 동안 분자들 사이에서는 결합.

이 일어난다 반죽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 부서지는 것을 볼수 있다 폴리비닐. .

알코올과 붕사가 결합하면 긴 사슬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고무의 특징을 작게 만든다 합성고무. .

는 탄성이크다 즉 통통 튀는 플러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고무는 원래 길이의 배까지 늘어난. . 8

다 고무를 이루는 분자는 길고 가늘어서 늘 였을 때 잘 정렬된다 그러나 늘이는 힘이 없어지면 정, .

렬된 상태를 벗어나 규칙성을 잃고 원래대로 의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

처럼 고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형이 비교적 자유로운 플라스틱과 같다고해서 플러버라 이

름붙여진 거이다 플러버를 낮은 온도에서 잡아당기면 결합드이 잘 끊어지지않아서 힘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부위가 갑자기 끊어진다 하지만 끓는 물에 담궜다가 잡아당기면 결합들이 잘 끊어져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잘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