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여러 가지 용액에서 결정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생긴 결정의 크기는 달라도 기본적인 결정의 모양은 같다.

●`물질마다 결정의 모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태도 역 ●`설치해 놓은 실험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태

도를 기른다.

학습목표

ryrhktj

60쪽

6/6 차시

41~42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62 주제 5. 여러 가지 결정 관찰하기



63실험 매뉴얼

1. 백반, 소금, 황산구리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

정 발표하기

2. 만들어진 결정을 관찰

하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결정이 만들어 지는 과정 발

표하기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결정과 자신이 만든 결정을 비교해

보고 각 결정의 특징 발표하기

3. 결정이 생기는 원인

토의하고 발표하기
�결정이 생기는 원인을 토의하고 발표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백반의 양이 줄어들

기 때문에 여분의 백반은 결

정 상태로 존재한다. 

특징：시간이 지남에 따라 털실에 덩어리가 달라붙고

덩어리는 점점 커진다

모양：정팔면체 모양

결정이 생기는 이유：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백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녹아 있던 백반이

결정이 되어 물체에 달라붙기 때문에

특징：페트리 접시의 소금 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덩어리만

남는다. 

모양：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덩어리이다.

결정이 생기는 이유：소금 용액 속의 물이 증발

하고 소금 결정만 남았기 때문에

특징：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산구리 용액의 부피는

줄어들고 푸른색의 결정만 남는다.

모양：납작한 육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으며

푸른색을 띤다.

결정이 생기는 이유：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황산구리의 양이 줄어들어 녹아 있던 황산구리

가 결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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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 ql anF

돋보기

백반 결정

철사로 만든 물체에 달라 붙어있는 결정

황산구리 결정 소금 결정

1. 백반 결정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 관찰한 결과 발표

하기

xkArn ghkFehD rhkwjD

�물체에 백반 결정이 달라붙어

있다.

�백반 덩어리는 무색투명(물감

색깔에 따라)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붙은

크기는 더 커진다.

�결정은 정팔면체 모양이다.

1일후

스티로폼

활동 1. 백반 결정 관찰하기

백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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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규칙적인 배열을 이루

며 일정한 평면으로 둘러싸여

일정한 모양을 갖는 균일한

물질

xkArn ghkFehD rhkwjD

2. 백반 용액 속에서 물체에 달라붙은 백반은 어디에

서 온 것인가 알아보기

결정이 생기는 이유：물의 온도

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백반

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녹아

있던 백반이 결정 상태로 달라

붙는다. 

�소금 용액 속의 물이 증발함

에 따라 페트리 접시엔 소금

결정만 남는다.

�소금 결정은 정육면체 모양이

며 무색투명하다.

3. 소금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관찰한 결과 발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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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결정이 생기는 이유：소금 용액

속의 물이 증발하여 소금 결정

만 남았다. 

4. 페트리 접시에 남아 있는 소금 결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아보기

�황산구리 용액 속의 물이 증

발함에 따라 황산구리 결정만

남으며 푸른색을 띤다. 변형

된 납작한 육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다.

�진한 황산구리 용액 속에 작

은 황산구리 조각을 매달아

놓으면, 황산구리 조각은 더

커지고 용액의 색깔은 묽어진

다.

5. 황산구리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 발표하기

결정이 생기는 이유：물의 온도

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황산

구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황산구리 결정이 생긴다. 

6. 페트리 접시에 남아 있는 황산구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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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한 백반 용액이나 진한 황산구리 용액에 고체 속에 덩어리나 철사에 실을 넣어 천천히

식히면 결정이 생긴다.

2. 포화된 소금 용액, 황산구리 용액을 서서히 증발시키면 결정이 생긴다.

3. 포화된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녹아 있던 물

질이 결정이 되어 달라붙는다.

4. 백반, 황산구리, 소금 결정의 특징

�백반 결정：무색투명하며 정팔면체 모양

�소금 결정：무색투명하며 정육면체 모양

�황산구리：푸른색을 띠며 납작한 육각형 모양

wjD  fl

1. 뜨거운 물로 진한 백반 용액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진한 백반 용액에서 백반이 결정 상태로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3. 백반의 결정이 생기는 이유와 관계 깊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 용액의 색깔 나. 용액의 온도

다. 털실의 감은 횟수 라. 용액 속에 녹은 백반의 양

vuD  rk

1.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붕산이 많이 녹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결정이 잘 생기

기 때문에

2. 백반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녹는 양이 줄어들어 여분의 백반은 결정 상태가 되

기 때문에

3. 나, 라



68 주제 5. 여러 가지 결정 관찰하기

1. 결정이란 무엇인가? 

추운 겨울 하얗게 내리는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달라붙어 아름

다운 육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듯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육각형이든지, 정육면체와 같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 우리 주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이나, 백반 등도 그들만의 독특한 결정 모양을 가지고 있다.

2.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결정은 고체 상태이다. 기체나 액체로부터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만들어진다. 따라

서 순물질인 기체나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경우와, 고체가 액체에 녹았다가 재결정

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체나 액체 상태의 순물질을 냉각시키면 입자들의 운동이 점점 느려져, 어

떤 일정한 온도에 이르면 규칙적으로 고정된 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는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경우는 수증기가 얼어 눈이나 성에가 되는 것으로 이를 승화라

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경우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으로 이를 응고라고 한다.

rosuA gotjF

안녕! 난

소금이야

반갑다. 

난백반이

라고해

얘들아~ 같

이놀자! 난

황산구리야

난 방 안에 있던
수증기인데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서
그만 얼어버렸단다.

응, 난 구름 위의 수
증기가 얼어서 만들
어졌지. 그러고 보니
너와 난 같은 수증

기 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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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액체에 녹아 있던 고체는 액체를 증발시키거나 온도를 낮게 하면 액체 안에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없게 되어 용액에서 석출된다.

본 차시에서는 이 경우를 다루고 있다. 백반과 황산구리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큰 편이므로, 온도를 낮추면 그 온도에서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없는 용질이 석출되게 된다.

소금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온도를 낮추기 보다는 물을 증

발시켜 결정을 얻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Si O

유리 결정을 본 적이 있나요?

유리, 엿, 플라스틱은 고체처럼 딱딱하지만, 결정 형태가 없다. 이들은 입자들끼리 점성에

의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들의 녹는점은 결정 형태의 고체들과는 달리, 일

정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서서히 녹는다. 그래서 유리, 엿,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

은 분류 기준에 따라 고체로 분류하기도 하고, 액체로 분류하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외

형적인 딱딱함으로 관찰되는 고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에서는

액체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이유는 매우 천천히 일어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

히 단단한 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세워 둔 유리는

위와 아래의 두께가 다르고 이 때문에 충격에 의해 쉽게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유리의 배열 만약 유리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다면

이런 형태일 것이다.

70。C 50。C 20。C 

20。C 20。C 20。C 

이 물의 온도에서는
날 녹여 줄 에너지가

부족해

아이, 답답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녹아있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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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른 결정의 모양

결정은 만들어지는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금 결정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되어야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소금은 흡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

이 쉽게 증발되지 않아서 백반이나 황산구리에 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실험 1) 농도에 따른 소금 결정의 모양 (실온 23℃)

물 50g ＋ 소금 5g

100mL 비커에 각각의 용액을 만든 후 페트리 접시에 반쯤 옮겨 5일 정도 그 로 두었다.

물 50g ＋ 소금 10g 물 50g ＋ 소금 15g

증발 접시에 끓이기 2분

비커 정도의 물을 가열하며 소금 포화 용액을 만든 후 페트리 접시에 반쯤 옮겨 그 로 두거나 증

발 접시에 끓 다.

1

2

보온밥통 3일 실온(23℃) 5일 냉장실(3℃) 5일

실험 2) 증발시킨 환경에 따른 소금 결정의 모양

� 농도가 진할수록, 물을 천천히 증발할수록 결정 모양은 커진다.

※ 습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공기 중으로부터 물이 소금 용액으로 들어가 소금 용액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조한 공기 중에서 실험해야 한다. 따라서 냉장고 등과 같은 곳에

놓아두면 더 쉽게 결정을 관찰할 수 있다. 냉장고 속에 랩이나 뚜껑을 씌우지 않은 음식

물은 마르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냉장고 속이 건조한 증거이다.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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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실(3℃)

비커 정도의 물을 가열하며 백반 포화 용액을 만든 후 페트리 접시에 반쯤 옮겨 하루 정도 그 로

두었다.

이때 스티로폼 안의 용액에는 백반 가루를 약간만 뿌려주었다.

1

2

실온(23℃) 스티로폼 안

백반 결정

냉장실(3℃)

비커 정도의 정도의 물을 가열하며 황산구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페트리 접시에 반쯤 옮겨 3일 정

도 그 로 두었다.

이 때 스티로폼 안의 용액에는 황산구리 가루를 약간만 뿌려주었다.

1

2

실온(23℃) 스티로폼 안

황산구리 결정

� 스티로폼 안에 용액을 넣어 식는 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 

※ 스티로폼 안에서 가만히 식힐 경우, 그 로 과포화 상태가 되어 3�4일이 지나도 결정

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뜨거운 포화 용액을 스티로폼 안에 넣을 때 각각의

용질 가루(결정의 씨)를 약간만 넣어 주면 비교적 쉽게 결정 생성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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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결정

�소금의 결정 모양은 정육면체이나 결정이 바닥에서 자랄 경우 아래쪽으로는 자라지 못하

므로 높이가 낮은 직육면체가 부분이다.

ckArh w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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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 결정

�백반의 결정은 정팔면체이나 페트리 접시에서 결정을 석출시킬 경우, 모든 방향으로 자

라지 못하기 때문에 팔면체의 위, 아래가 깎여진 모양이 부분이다. 비교적 완전한 결

정 모양을 위해서는 진한 백반 용액 속에 작은 백반 조각을 매달아 놓으면 된다.

황산구리 결정

�황산구리 결정은 납작한 직육각 기둥 모양에서 위아래와 좌우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미

끄러지도록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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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비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의 어느 날. 주위가 모두 새하얗게 변했을 때 주변이 고요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눈송이는 약 90%가 공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기가 소리를 잡아주는 방

음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비로움과 고요함까지 느끼게 해 주는 눈의 결정

은 어떻게 생겼을까?

눈의 결정을 살펴보면 구름에서 태어나 땅에 떨어지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접하므로 제각각

다른 모습의 결정을 이루게 된다. 그 당시의 기온이나 수분의 정도가 결정의 모양을 다양하

게 만드는 것이다.

눈은 0℃ 이하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생기는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수증기

가 하로 떨어진다고 무조건 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수증기들을 모아줄

결정핵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먼지이다.

toDghkFrhk  rhk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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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양의 눈들도 질서가 존재한다. 6각형의 칭 구조가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수증기가 얼 때 수증기 분자 6개가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 손을 마주 잡기 때문이다.

눈의 결정도 본 차시의 결정 모양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만들어지게 되면 결정 모양이 미

세하고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면 결정 모양이 크다. 즉, 잘 뭉쳐지지 않는 가루눈은 매우 추

운 날에 주로 내리며, 잘 뭉쳐지는 함박눈은 포근한 날에 주로 내린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의“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는 눈( )의 결정이 모두 다르다

는 사실에 착안해 물을 순간적으로 얼려 찍은 결정 사진이 실려 있다. 보여주는 이나, 들

려주는 소리 등에 따라 물 결정 모양이 달라졌다고 한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따라 모양의 선명한 비를 보여 주는 사진을 비롯해 세계

각 도시의 수돗물 결정, 온갖 종류의 음악에 따른 결정, 풍경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이루는

결정 등 총 120여 컷의 천연색 사진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천사

나쁜놈 짜증나네 악마



총괄평가

1. 다음 각각의 흑설탕을 비커에 넣고 녹 을

때 가장 진한 용액은 어느 것일까요?

(      )

2. 흑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용액의 색깔

② 맛의 진한 정도

③ 용액의 양

④ 용액의 촉감

⑤ 진하기를 재는 기구

5. 붕산을 물에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을 모

두 고르시오. (      )

① 찬물에 녹인다.

② 따뜻한 물에 녹인다.

③ 유리 막 로 저어 준다.

④ 소금을 섞어 녹인다.

⑤ 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어 준다.

3. 색깔이나 맛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구분하

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

6. 붕산이 물에 녹는 양에 향을 주는 것끼

리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물의 온도와 물의 양

② 물의 양과 붕산의 색깔

③ 물의 양과 그릇의 크기

④ 물의 온도와 그릇의 크기

⑤ 붕산의 색깔과 그릇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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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4. 각각의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었을 때 떠오

르는 정도가 달랐다. 저울로 비커의 무게

를 재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울까요?

(      )

반 번 이름



7. 진한 붕산 용액에서 붕산 결정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      )

① 물의 양과 붕산 알갱이의 크기

② 물의 온도와 붕산의 녹는 양

③ 물의 온도와 붕산을 녹이는 시간

④ 붕산이 물에 녹는 성질

⑤ 물의 온도에 따른 색깔의 변화

8. 더운 물에 붕산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

지 녹 다. 붕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붕산 용액이 들어 있는 시험관을 식혀

준다.

② 비커를 뜨거운 물 속에 넣는다.

③ 비커를 얼음물 속에 넣는다.

④ 비커를 찬물에 넣는다.

⑤ 붕산 용액에 소금을 넣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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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반 결정을 만드는 순서 로 나열하시오.

가. 철사를 털실로 촘촘히 감기

나. 철사로 원하는 모양 만들기

다. 헝겊으로 덮어두기

라.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백반 녹이기

마. 유리 막 에 물체를 매달기

바. 백반을 막자로 갈아주기

10. 볍씨 고르기는 용액의 어떤 성질을 이용

한 것인지 고르시오. (      )

① 물질이 물에 녹는 성질

② 진한 용액에서 물체가 뜨는 성질

③ 용액의 색깔이 진해지는 성질

④ 용액의 맛이 달라지는 성질

⑤ 결정이 만들어지는 성질

11. 용액의 진하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바르

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흑설탕 용액은 색깔로 알 수 있다.

② 소금물은 달걀이 뜨는 정도로 알 수 있다.

③ 흰설탕 용액은 맛이 단 정도로 알 수

있다.

④ 백반 용액은 색깔로 알 수 있다.

⑤ 황산구리 용액은 색깔로 알 수 있다.

12. 다음은 비커에 든 물의 양이다. 붕산을

가장 많이 녹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요? (      )

① 50mL ② 100mL

③ 200mL ④ 300mL

⑤ 4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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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액체 층 쌓기를 할 때, 가장 나중에 넣어

야 할 용액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물 50mL＋설탕 1스푼＋빨강색 물감

② 물 50mL＋설탕 3스푼＋파랑색 물감

③ 물 50mL＋설탕 5스푼＋노랑색 물감

④ 물 50mL＋설탕 7스푼＋보라색 물감

⑤ 물 50mL＋설탕 9스푼＋초록색 물감

① 5g ② 7g ③ 9g

④ 11g ⑤ 13g

16. 다음은 온도에 따른 붕산의 녹는 양을 표

시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붕산의 양으

로 적당한 것은 어느 것 인가요? (      )

물 100g 속에 녹은 붕산의 양

온도(℃)

녹는양(g)

0 20 40 60 80

2.7 5.0 (㉠) 14.8 23.6

14. 수수깡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재는 기구를

만들 때,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수수깡을 같은 길이로 자른다.

② 수수깡에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

한다.

③ 수수깡의 한쪽 끝에 균형이 맞도록 압

정을 꽂는다.

④ 진하기가 다른 소금물을 준비한다.

⑤ 같은 양의 소금과 물을 부어 준다.

15. 진한 백반 용액에서 백반 덩어리를 얻어

낼 때 실험 과정이 바르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용액이 든 비커를 수건으로 감싸 준다.

②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고 관찰한다.

③ 찬물에 넣어 빨리 식힌다.

④ 작은 백반 덩어리를 실에 매달아 놓는다.

⑤ 백반을 뜨거운 물에서 충분히 녹여준다.

13. 다음 중 붕산을 가장 많이 녹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      )

① 물 10mL, 온도 30℃

② 물 20mL, 온도 30℃

③ 물 10mL, 온도 40℃

④ 물 20mL, 온도 40℃

⑤ 물 30mL, 온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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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쓰시오.

(                              )

20. 다음은 어떤 물질에 한 설명인지 쓰시

오.

(                              )

18. 물의 온도와 백반의 녹는 양을 바르게 나

타낸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요? (      )

녹
는
양

물의 온도

①

⑤
④

③

②

�결정의 모양은 정육각 기둥 모양으로 길쭉

하게 생겼으며 푸른색을 띤다.

�결정을 만들기 위해 철사로 매달 경우 철

사가 녹아서 끊어질 수 있다.



<가로 열쇠>

1. 흰색 가루 물질로 결정은 정팔면체 모양

으로 유리, 유약의 원료가 된다.

3.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결정으로 바닷물

의 맛이 짠 원인이 된다.

4. 납작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으며 푸른색을 띤 결정

6. 액체의 색깔이나 맛으로 알 수 있다.

9.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 중의 무색투

명한 기체

12. 벼의 씨

14. 원래는 수수의 줄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미술 시간에 만들기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화학 제품

16. 용액 속에 용질이 녹아 있는 정도를 나타

낸다. 

<세로 열쇠>

2. 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 있는 기체

로 물체가 연소할 때 타는 것을 도와준다.

5. 용액을 빨리 녹이기 위해 저어줄 때 사용

하는 투명한 막

7. 공기 따위의 물질이 전혀 없는 공간

8. 물이 증발하여 생긴 기체, 기체상태로 있

는 물

11. 철사에 털실을 감아 붕산 용액 속에 넣어

줄 때 털실의 역할은?

13. 화학적 구조가 6각형 구조를 이루는 물,

정상적인 사람의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물

의 구조

15. 두 직선이 한점에서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

낱말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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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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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2. ①, ②, ⑤ 3. 진하기를 재는 기구로 4. ① 5. ②, ③, ⑤ 6. ① 7. ② 8.

①, ③, ④ 9. 나－가－바－라－마－다 10. ②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③ 17. ⑤ 18. ① 19. 온도가 높아지면 붕산의 녹는 양은 증가한다.    20. 황산

구리

정답

3. 진하기를 재는 기구로는 간이 비중계나 일반 비중계가 있다.

4. 소금물 속에서 달걀이 많이 떠오를수록 진한 용액이다.

10.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넣을 경우 충실한 것은 가라앉고, 속이 빈 볍씨는 물에 떠오

른다.

13. 물이 많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붕산이 양은 많아진다.

14. 물의 양에 같은 양의 소금을 넣을 경우 농도는 같아진다.

20. 황산구리는 정육각 기둥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겼으며 푸른색을 띠며 결정을 만들기 위해 철

사로 매달 경우 철사가 녹아서 끊어질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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