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어린이는 선생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

(사용연령: 만 14세이상)
- 실험시 실험용 마스크, 실험용 장갑, 보호 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해 주세요.
- 실험재료 및 부품을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 화기에 주의하세요.

<학생용>

초등 5-1.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버섯,곰팡이,해캄,짚신벌레의 특징과
사는 환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제공물 5개
개인 준비물 : 양면테이프, 풀, 해캄 연구 표본,
짚신벌레 영구 표본, 광학 현미경, 실체 현미경,
빵에 자란 곰팡이, 표고버섯, 유성 펜

Q. 곰팡이는 어느 곳에 살까요?
Q. 곰팡이와 버섯은 살아 있는 생물일까요?

1. 곰팡이를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답:
① 간장

② 소금

③ 메주

④ 된장

)

⑤ 페니실린

2. 짚신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답:
① 눈, 코, 입이 있습니다.
② 하천 등의 물에서 삽니다.
③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끝이 둥근 원통 모양으로 신발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⑤ 다리가 없지만 스스로 움직입니다.
- 곰팡이는 치즈와 술을 빚는데도 사용하므로 무조건 유해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 냉장고나 겨울철 실내에서도 곰팡이를 볼 수 있다. 계절과 관계없이 양분이 있고 습한 곳이면 자랄 수
있으므로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1. 곰팡이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한 곳에 둔 식빵보다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 둔 식빵에 곰팡이가 더 많이 핀
다.
실험 결과로 보아 곰팡이는 축축하고 따뜻한 곳에 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운 장마철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곰팡이는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에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곰팡이는 충분한 양분과 적당한 온도,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
물기가 없는 곳에서 곰팡이가 피는 것은 아주 약간이라도 물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냉장고 속처럼 낮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곰팡이가 있다.

2. 표고버섯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리고 식물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3. 짚신벌레 영구 표본을 맨눈과 돋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해 보고, 광학 현미경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4. 관찰한 짚신벌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5. 해캄 영구 표본을 맨눈과 돋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해 보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세요.
6. 관찰한 해캄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7. 접는 선을 따라 제공물을 접고 풀과 양면테이프로 고정하세요.
8. 제공물을 접었다 펴면서 짚신벌레와 해캄 같이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보고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세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물이나 식물보다 단순한 구조의 생물이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땅, 물, 공기, 동식물, 사람의 몸속 등에서 양분을 얻어 살
아간다.
★ 해캄
물살이 느린 곳에 살며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다.
초록색의 가늘고 긴 머리카락 모양이고 여러 개체가 모여 실 뭉치와 같은 형태로 자란다.
★ 짚신벌레
단세포 생물로, 물에 살며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작은 생물을 먹고 살아간다.
긴 원통 모양으로 감각 기관은 없지만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