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 2753.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거나 순물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만들 때의 유익

한 점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혼합물 분리가 가지는 과학적인 중요성을 깨닫는다.

혼합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은 물리적인 성질이 서로 다르다.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물질의 물

리적인 성질을 알고, 그 차이점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단원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려운 성질보다는 오감을 이용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겉보

기 성질인 알갱이의 크기, 물에 녹거나 녹지 않는 물질의 성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자석에 붙는 성

질 등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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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알갱이 크기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두 가지 쓰시오.

[출제 의도]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해, 

적용 수준의 문제이다.

[해답] (1) 공사장에서 체를 사용하여 굵은 모래와 고운 모래를 분리한다.

(2)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그물을 사용한다.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밑줄 친 물질 중에서 혼합물은 무엇인가요?

(2)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출제 의도] 혼합물과 관련된 용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지, 과학적 소양과 문해력을 통합한 문제

이다.

[해답] (1) 소금물   (2) 증발

우리 조상은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 그림의 도

구는 곡식에 섞여 있는 쭉정이나 먼지 등을 분리할 때 사용하였던 풍구입니다. 풍구로 곡식을 분리

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자연사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기구를 관찰한 다음, 혼합물을 분리

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구를 찾아서 친구에게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한다. 이 과학 글쓰기를 통하여 조상

의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해답] 풍구는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쭉정이나 먼지 등을 날려 보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

이다. 한쪽에 큰 배풍구가 있고, 큰 북처럼 생긴 통 속에 날개차를 달아놓고, 밖에서 이를 돌리면 바

람이 나도록 만들었다. 위에는 곡식을 흘려 넣는 깔때기 모양의 아가리가 따로 있으므로 바퀴를 돌리

면서 이곳에 곡식을 부으면 겉껍질이나 검부러기들은 바람에 날려 배풍구로 빠져나가고 낟알만 아

래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문제 1] 다음 혼합물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써 봅시다.

(1) 설탕물 (2) 오곡밥 (3) 팥빙수

[출제 의도] 혼합물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재인식과 회상 수준의 문제로 하였다.

[해답] (1) 설탕물: 설탕과 물   (2) 오곡밥: 팥, 좁쌀, 콩, 수수, 찹쌀, 물   

(3) 팥빙수: 팥, 얼음, 물, 우유, 과일 등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면 증발 접시에 소금만

남고 물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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