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 끼찾기 III

접착제,
너는 누구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기관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관 소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을 기관의 비전으로 삼고 학부 교육혁신과
6대 특화 육성 분야를 중점 연구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아
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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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과학 대중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생들에
게 본 기관에서 첨단 과학기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글로벌 리더
를 양성하기 위한 3C 교육철학, 즉 창의(Creativity), 기여(Contribution), 배려
(Care)의 정신을 알리는 기회 마련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시범운영

단기 프로그램형

적용 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끼찾기Ⅰ

내 속의 뇌 탐험

1회(40명)

1일 체험형

중등 1~2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끼찾기Ⅱ

자연을 재창조하는
생체모방기술

1회(40명)

1일 체험형

중등 2~3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끼찾기Ⅲ

접착제, 너는 누구냐?

1회(18명)

1일 체험형

고등 2학년

DGIST와 함께하는
나의꿈,끼찾기Ⅳ

스마트 로봇
함께하는 세상

1회(48명)

1박2일 캠프형
(10차시)

고등 1~2학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구분

내용

담당

홈페이지

http://goal.dgist.ac.kr

이메일

hyejung0429@dgist.ac.kr

학부지원팀

전화

053-785-6632

전혜정

방문 신청

전화 후 방문

※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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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접착제, 너는 누구냐?

적용 학년/시기

고등학교 2학년/ 8월~10월

관련 과목

과학, 미술, 수학, 기술·가정

관련 단원

분자의 성질, 영양소

주제 개요
● 주제 : 접착제, 너는 누구냐?
● 제작의도 : 도시의 거리는 광고지의 홍수다. 작은 공간만 있으면 금세 광고지가 붙는데
대표적인 곳이 가로등과 전봇대다. 접착제 성능이 향상되어 떼어내기가 어렵고 도시미관
을 해친다.
그런데 요즈음 광고지가 전혀 붙지 않은 가로등이나 전봇대를 볼 수 있다. 이유는 접착방
지 고분자 시트로 기둥을 씌워버렸기 때문이다. 이 시트지는 두껍고 무거우며, 대부분 회
색 내지 검은색으로, 광고지가 붙지는 않지만 미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고무시
트 표면의 요철로 인해서 접착면적을 줄여 접착력이 낮아지고 광고지 무게를 견디지 못
해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접착제 만들기’는 접착제의 흡착 원리가 분자의 극성 유무, 같은 접착제라도 접촉면적에
따라 접착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본다. 우유 카제인 접착제를 만드는 실험과정을 통
해 우리 생활 속에서 접착제의 성분을 찾아내고 직접 접착제를 만든다. 자신이 만든 접착
제의 접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조사하고 검증해보며 광고지로 인한
도시 미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접착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과학적 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과 커피큐브 임병걸 씨의 기사를 보며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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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흡착이론을 분자의 극성 유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단백질의 변성으로 우유 카제인의 접착력이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
• 다양한 물질 속에서 접착제의 성분을 찾아낼 수 있다.
• 접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다.
•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적분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무분별한 광고지 부착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접착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접착력을 비교할 수 있다.
• 모둠별 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동을 배울 수 있다.
•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S

분자의 구조와 성질, 영양소

M 		

접촉면적과 접착력

T
A 		

E

기술혁신과 발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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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Co

화봉이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스팀이를 잃어버렸다. 집 주변을 전부 찾아 보았으나
흔적이 없었다. 다급해진 마음에 강아지를 찾는다는 광고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
이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등교한 화봉이는 담임 선생님께 독서 골든벨 안내
문을 학급게시판에 붙이라는 부탁과 함께 인쇄물과 풀을 받아왔다.
화봉이네 교실의 게시판은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된 화이트보드로, 풀을 칠한 안내문이
적힌 종이가 잘 붙지 않았다. 어제 오후 집 주변에 광고지를 붙일 때도 광고지가 잘 붙
는 벽면과 잘 붙지 않는 벽면이 있었고 가로등 기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 광고지의 접착제가 잘 붙는 표면과 잘 붙지 않는 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접착제의 성분은 무엇이며, 접착제가 닿는 표면의 성분이나 성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 광고지가 붙어 있거나 떨어진 곳은 보기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깨끗하게
광고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창의적 설계

CD

• 흡착이론에 대해 알아보기
• 광고지가 붙지 않는 표면의 상태 조사하고 접촉면적과 접촉력의 관계 생각해보기
• 우유를 이용하여 접착제를 만들어 보고 접착제의 성분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 생활 속
재료 중에서 접착제 성분 추출하기
•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접착제 사용방법 생각하기
● 감성적 체험

ET

• 모둠원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 배려, 소통, 이해하기
• 가설의 검증과정 및 실험과정을 통한 성취감 느끼기
•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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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계획 총괄표
S

Science 과학

T

Technology 기술

E

Engineering 공학

A

Art 예술

M

Math 수학

Co

Context :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Emotional Touch :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S
Co

T

학습 자료 및
유의점

E A M

물질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CD 첨단기기를 체험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

•DGIST 소개 및 안내
1~2

DGIST
Lab 탐방

•DGIST의 신물질과학 연구실 탐방
•첨단기기 체험
•전문가 강연
•전문가 질의 응답 시간
ET

강의 내용을 정리하며 첨단기기의 활용법과 신물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TIP] 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S
Co

T

E A M

접착제의 위험성 관련영상 시청
•접착원리에 대해 생각하기
•용해성 실험

3~5

접착제
만들기

CD 나만의 접착제 만들기

•우유카제인 접착제 만들기
•접착제의 성분 조사하기

동영상, 신문기사,
실험재료

•내가 찾은 성분으로 접착제 만들기
•접착력의 변인 찾아보기
•SEM현미경을 이용한 접착제 표면관찰
ET

S
Co

6

진로

접착제와 환경문제 생각해보기

A
커피인형 씨올에 관한 기사 읽고 동영상시청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적어보기

CD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하는 자격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진로 설

동영상, 신문기사

계하기
ET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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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교과별
영역

2009 개정 교육 과정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S

11

분자의 구조

화1305.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T/E

10

미래 기술과 사회

기가0233-1. 공학 및 기술적 제품을 수학, 과학, 예술적 지식과 연계하여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

환경 변화와 인간

사회1241.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비판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0

매체와 표현

미9111. 주변 환경에서 자연물과 인공물의 조화에 관하여 안다.
미문32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 작품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

정적분

미적1421. 구분구적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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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과정

1~2 차시

DGIST Lab 탐방
과목

과학

교육 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분자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 분자의 극성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접촉력은 면적의 크기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

학습 과정

도입(5분) S
Co

T

E

A M

물질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 활동(80분) S

준비물
도입 PPT.
체험 재료

CD

T

E

A M

DGIST Lab 탐방

- DGIST 소개 및 안내
- DGIST 신물질과학 연구실 탐방
- 첨단기기체험(SEM,TEM, XRD)
- 전문가 강연
- 질의 응답

마무리(15분) S
ET

T

E

A M

체험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 전문가의 강연 내용을 정리하면서 첨단기기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 DGIST 방문 전 자신의 진로와 대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실험실 안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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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차시

접착제 만들기
과목

과학

교육 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분자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 분자의 극성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접촉력은 면적의 크기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

학습 과정

도입(10분) S
Co

T

E

A M

동영상을 통해 접착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 접착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학습 활동(100분)

준비물
도입 동영상,
실험 재료 :
미역, 묽은 염산,
탄산나트륨 분말,
수산화나트륨수용액,
항온기, 비커,
깔때기, 거름종이,
밀가루, 냄비, 물

S
CD

M 접착제의 흡착원리 이해하기

용해성 실험

① 주어진 물질들을 서로 섞어보며 용해의 원리를 이해한다.
② 용해의 원리와 흡착관계를 이해한다.
③ 접착표면적에 따른 접착원리와는 다른 점을 이해한다.

S
CD

T M 우유카제인 접착제 만들기

생활 속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접착제를 만들고 접착력의 크기를
비교 측정한다.

① 알긴산, 카제인, 녹말 접착제를 만든다.
② SEM을 이용하여 접착제의 표면을 관찰한다.

마무리(40분)
ET

실험과 토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① 접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생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접착력을 측정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각 조별로 과제를 제시하여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결과를 미리 말해 주지 말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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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

진로
과목

진로

교육 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 설계한다.

학습 목표

·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 설계한다.
·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학습 과정

도입(10분) S
Co

T

A

광고지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 활동(30분)
S

준비물
신문기사,
동영상,
학습지

CD

S
CD

M 진로와 직업의 관계 생각

진로와 직업의 관계 생각하고 쓰기
T M 직업의 윤리성 생각하기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생각하고 쓰기

마무리(10분) S
ET

A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발표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직업의 귀천이 없음을 인식한다.
· 직업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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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LAB 탐방
1~2 차시

1. 소개

신물질과학은 물질의 기본물성을 연구하는 기초과학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응용과학이 조화된 융합학문이다.
고부가가치산업에 필요한 기술 집약적인 신물질, 생체소재,
나노소재, 기능소재, 극한소재 등의 첨단재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 중 하나이다.

신물질과학전공은 물리, 화학, 생물, 재료등을 포함한 물질관련 제반 분야가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르네상스식의 새로운 융합적 첨단과학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습득하며, 물질과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여, 학문과 산업에서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재 배출을 교육
목표로 한다.

2. 연구 분야
물질과학의 이론적 연구

물질의 이론적 연구, 전자구조 및 동역학적 구조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물성 창제의
가능성 탐구
양자물질 연구

나노자성체·스핀트로닉스 물질, 고온 초전도체, 열전물질과 같은 기능성 물질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신물질 개발 및 응용성 탐구
나노 및 바이오 물질 연구

생체 및 나노 기술을 이용해 신약개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저장 등에 관련된
신물질 개발
물질과학의 이론적 연구

물질의 이론적 연구, 전자구조 및 동역학적 구조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물성 창제의
가능성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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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기기 소개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전자현미경의 한 종류로 광원과 광원 렌즈
대신에 전자빔과 전자 렌즈를 사용한
현미경이다. 관찰하고자 하는 재료의 파장보다
작은 가속 전자를 발생시켜 매질에 투과시키면
결정면이나 결함 등의 정도에 따라 투과할 수
있는 전자빔의 강도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의
투과된 빔 강도 차이는 형광스크린에서 명암으로
나타난다. 전자빔의 파장은 0.05Å 정도로
짧아서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까지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Sca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광원과 수렴 렌즈, 대물 렌즈로 구성되며, 시료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전체적인 구성은 광학 현미경과 유사하다.
고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100nm
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x-y의 이차원방향으로
주사하여 시료표면에서 발생하는 2차전자,
반사전자, 투과전자, 가시광, 적외선, X선,
내부기전력 등의 신호를 검출하는 것으로
시료에서 반사되어 나온 전자에서 얻어지는 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X선 회절분석장비 (XRD)

X선을 결정에 부딪히게 하면 그중 일부가
회절을 일으키는데 그 회절각과 강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이 회절
X선을 측정하면 시료를 구성하는 결정성 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X-ray 회절분석장비(XRD)를 사용하면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시료를 구성하는 결정성 물질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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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탐방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일자 :

년

월

일

탐방 장소 :

DGIST 탐방 전에 가졌던
궁금한 점을 써보세요.

DGIST 탐방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보세요

DGIST 탐방 이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적어보세요

DGIST 전문가 강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강연자 : [성명]
강연 제목
(강연을 모두 듣고 적어주세요)

강연 내용 요약

강연을 듣고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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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업무]

접착제 만들기
3~5 차시

1. 들어가기(상황제시)
▼ 접착제 '글루건', 끓는 물보다 위험

http://youtu.be/TK6kJXN29nk

접착제는 산업 혁신을 불러올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고온 접착제
'글루건'이나 강력 접착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접착제는
석유화학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인체에 매우 해롭다. 어떻게 하면 접착력이 좋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접착제를
만들 수 있을까?
디지스트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나만의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어 보자!

●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
● 우리 주변에서 '친환경 접착제의 재료'로 적당한 물질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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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극성, 너는 무극성
● 주어진 물질들을 서로 섞어보면서 용해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물(H2O), 사염화탄소(CCl4), 물과 사염화탄소를
넣은 시험관 A, B, C에 각각 황산구리(CuSO4)와
아이오딘(I2),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을 넣고 잘 흔든
후 용액의 색을 비교한다.

실험결과

시험관

A

B

C

색

푸른색

보라색

물층-푸른색, 사염화탄소층-보라색

알게 된 사실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극성 용매인 물보다 무극성 용매인 사염화탄소에 잘 녹는다.
•극성 용매인 물은 분자 내 쌍극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온 결합성 물질인 황산구리(Ⅱ)를
잘 녹인다.

접착제의 접착원리를 실험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
물건과 물건을 접착시킬 때 서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달라붙기 쉽다. 이것은 분자의
구조나 거기 에서 유래하는 극성이 가까운 것은 분자와 분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접착하기 쉬운 까닭이다.

그러나 전봇대 기둥 중 요철이 있는 경우는 같은 성질의 유무를 떠나 접촉면적에 따른
접착력의 크기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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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착제, 너는 누구냐?
● 생활 속에서 사용한 물질 중 접착제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의 체험담을 이야기해보자.
● 모둠별로 우리 주변의 접착제 종류와 용도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착제의 성분, 용도, 장단점을 조사한다)

접착제의 역사

교사 참고자료 1

“재료들을 서로 표면에 부착하여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접착제는, 기원전 4,000년 선사시대 부족의 무덤에서 나무 수액으로부터 얻은 끈적한
송진으로 보수된 깨진 도자기를 무덤에서 찾아내면서 그 최초의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바빌로니아 신전 조각상의 눈구멍에는 타르 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아색 눈알이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원전 1500-1000년의 그림과 벽화는 나무 접착 과정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어 접착제가
조립의 한 방법이라는 추가 증거를 얻기도 하였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조립함과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출토된 많은 예술품과 가구들은 동물성 접착제로 결합되거나
코팅된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접착제에 관련된 첫 번째 문헌은 대략 기원전 200년경으로 동물성 접착제를 만들고
사용하는 간단한 절차들이 적혀 있었다.
1700년경부터 접착제의 다양한 사용과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최초의 상업 접착제
공장은 가죽으로부터 동물 접착제를 생산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으며 최초의 특허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어류 접착제이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으며,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 긴박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플라스틱들과 고무들이 선보였다.
접착제가 대략 6,000년동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접착제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지난
100년 동안 개발되었다.
플라스틱과 여러 중합체의 개발 공정은 접착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고, 그 결과 유연성,
단단함, 경화 또는 응고 시간, 응고되는 온도 그리고 화학적 저항과 같은 접착제의 다양한
성질들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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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의 종류
동물성 접착제

동물의 뼈, 가죽, 발굽, 뿔 등을 끓여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추출물은
젤라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젤라틴은 열을 가하면 다시 액화될 수 있으며 주로 가구
산업에서 사용된다.
생선 아교

생선의 피부와 뼈로부터 만들어진다. 맑은 성상을 띠며 사진 인화 과정의
광필름이나 photo resist 코팅의 사진 유제에 사용된 최초의 접착제이다.
카제인 접착제

카제인 접착제는 우유에서 분리된 단백질로 방수 접착제로 만들고 담배 종이의
솔기를 결합하는 데 최초로 사용되었다.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 1g으로
2000개비의 담배를 만들 수 있다.
녹말

옥수수, 쌀, 밀, 감자로 부터 추출되었고 보통 풀이라고 알려져 있다. 주로 제본,
박스, 종이 가방, 그리고 벽지와 같은 종이제품을 결합하고 직물에 풀칠하는 곳에도
이용된다. 세탁소에서는 셔츠 깃을 빳빳하게 하고 셔츠의 양을 주기 위해 녹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셀룰로오스 접착제

나무나 목본에서 발견되는 천연 고분자로 담뱃갑의 셀로판 포장지 유리창 위에
붙여놓는 스티커에 사용되며 strippable wallpaper에도 사용된다.
Rubber-Based Solvent Cements (고무용매 시멘트)

용매 속에 들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무 또는 탄성 중합체를 서로
결합시켜서 만든 것으로 딱딱함이나 끈적거림, 박리 강도의 정도, 유연성, 점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더 넣으면서 다양한 용도의 접착제로 만들어진다.
캐비넷, 책상 그리고 탁자와 같은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소재의 물체에 쓰이는
접촉성 접착제 등에 쓰인다. 또한 바닥타일, 카페트 접착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누르기만해도 봉해지는 봉투와 선적 컨테이너도 고무 시멘트를 사용한다. 용매기반
고무접착제는 신발과 가죽 산업의 중심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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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수지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수지는 두 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만들어지며 합성수지는 즉시 반응될 수 있고 경화제나 촉매와 같은 다른 화학물질
을 추가함으로서 경화될 수 있다. 에폭시수지 시스템은 그것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물질들을 추가하면서 개선되었다. 내충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연제; 점성을 줄이기 위한 희석액이나 용매. 에폭시수지
접착제는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다. 접착제는
너트와 볼트, 리벳, 용접, 납땜 등에 적용되는 몇몇 전통적인 금속 가공 방법을
대체하는데 사용되었다. 고강도 에폭시수지 접착제는 헬리콥터 날개를 구성하고
비행기 날개와 꼬리 부분의 지주에 알루미늄 껍질을 붙이는데 사용된다. 또한
스키나 골프채도 에폭시수지로 결합되어 있다.
실리콘 접착제

polydimethysiloxanes라고 불리는 고무 모양 폴리머로 되어 있으며
모래(실리카)로부터 만들어진 금속 실리콘을 경화시킨 다음 고무 폴리머로 바꾸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밀폐제나 코팅제로서 실외 기후와 잘 맞고 특별히 건설
산업에 적합한 열(500~600F)과 습도에 엄청난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달을 걸을 때 신은 부츠 밑창에 사용되었고 우주
왕복선과 많은 위성 미사일의 둥근 창에도 사용된다.
Cyanoacrylates(시아노아크릴레이트)

매우 빨리 경화하는 접착제로 흔히 “초강력 접착제”라고 불린다. 화학 회사
Eastman에서 폴리머들을 연구하다가, 현미경 슬라이드에 바른 적이 있었는데
그 효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빠른 경화와
높은 접착력, 높은 인장 강도 등 단일 성분 접착제 성질이 필요한 곳에 바르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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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의 원리
접착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 표면화학 현상에 근거한다. 다양한 재료 유형의 접착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착제의 일반적이고 단일화된 이론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 순수한 흡착 또는 전기적 또는 확산 인력은 접착력-결합 인터페이스(adhesivebound interface)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빈번히, 원동력과 인력의 공동적인 결합에서 발견
되기도 한다. 이것은 특별히 실용적으로 모든 접착 결합 상황에서 사실이다.
흡착 이론(Adsorption theory)

재료 사이의 인력은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물질의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질로부터 설명한다. 이 힘은
반데르발스 힘의 일종이다. 만약, 극성 원자단과
비극성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큰 분자가 다른 이웃한
같은 분자에 접근한다면, 그것들은 그 스스로 정향한다.
내부의 비극성기는 비극성기끼리, 극성 원자단은
이웃한 극성 원자단과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일
흡착 이론을 보여주는 얼개 그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흡착이 발생한다.
전기적 이론(Electrical theory)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정전기 효과로부터 인력을
설명한다. 즉 두 재료의 접합지점에서 형성된 전기적
이중층으로부터 접착을 설명한다. 경계에서 전기적
이중층이 생성되고, 그 발생한 쿨롱 인력은 접착력으로
전기적 접착 이론에 대한 얼개 그림

작용하게 된다.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

인터페이스에서 분자 사이의 얽힘에 기인한다. 이것은
주로 고분자 화합물의 결합에 적용된다. 접착력은
부착점착성의 상호확산을 통해 발생한다. 용액상의
접착제를 부착물에 바를 때 부착물의 표면이 용액에
녹을 수 있다면, 저분자 상태의 물질이 고분자로
중합되면서 일정한 두께의 접착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착물과 접착제 사이의 뚜렷한
경계는 사라지고 한 고분자부터 다른 고분자까지
확산 이론에 근거한 접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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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이행을 나타내는 한 층으로 교체된다.

4. 좋은 접착제는?
● 접착제에 관한 웹툰을 보고 접착제의 조건에 대해 흡착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 접착제의 역사 웹툰

http://blog.skenergy.com/319

좋은 접착제가 갖추어야할
조건에 대해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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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찾은 접착제

교사 참고자료 2

● 모둠별로 천연 접착제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한다.
● 모둠별로 천연 접착제를 만든다.
● SEM을 통해 접착제의 표면을 관찰하고 접착력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본다.
● 물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접착력을 비교한다.
● 접착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실험목적
서로 다른 천연 접착제를 만들고 접착제의 표면을 관찰하고 접착력과의 관련성을 알아내고
접착제의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천연접착제 만들기
알긴산 접착제
준비물 : 미역, 묽은 염산, 탄산나트륨 분말, 수산화나트륨수용액, 항온기, 비커, 깔때기, 거름종이

1) 미역 50g을 잘게 잘라 묽은 염산 600ml에 1시간 동안 침전시킨 후 건져낸다.
2) 미역을 건져낸 물에 탄산나트륨을 13g 첨가한다.
3) 항온기에 넣고 40℃~50℃에서 가온한다.
4) 20%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00ml를 첨가한다.
5) 항온기에 넣고 25℃에서 4시간 동안 두어 침전물을 관찰한다.
6) 용액을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걸러낸다.

카제인 접착제
준비물 : 우유, 식초, 베이킹 소다, 물, 작은 냄비, 거즈

1) 우유를 냄비에 붓고 약한 불로 가열한다.
2) 우유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식초를 테이블스푼으로 2-3스푼 정도(우유250ml 기준) 넣으면서
저어준다.
3) 응고되어 엉겨진 단백질만을 거즈에 걸러내어 물기를 꽉 짠다.
4) 걸러진 단백질 응고체의 남겨진 반에 테이블스푼으로 물을 세 스푼 넣고 티스푼으로
탄산수소나트륨을 반 스푼 정도 넣어 섞어준다.
유의점 : 너무 센 불로 가열하면 우유가 금방 타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우유의 온도가 약 8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녹말 접착제
준비물 : 밀가루, 냄비, 물

1) 물에 밀가루를 부피 3 : 1의 비율로 섞는다.
2) 물과 밀가루의 혼합물을 끓이면서 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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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접착제의 표면을 관찰하자
1. SEM Startup
1) Water 순환기의 220V 전원을 켠다.
2) EVAC 전원 스위치를 켠다.
3) SEM 전원스위치를 켠다.
4) 조절부에 있는 EVAC/AIR 스위치를 AIR상태로 누른다.
(공기유입 상태)
5) 표본대를 표본실로 밀어 넣고 조절부에 있는 EVAC/AIR
스위치를 EVAC상태로 누른다.
6) 진공상태가 되어 청색으로 변하면 가속전압을 설정하고
상을 관찰한다.

2. 상의 관찰
1) 진공바가 청색이면 가속전압을 설정한다. (금속표본인
경우 15kv, 생체표본인 경우 10kv 정도가 적당하다.)
2) ON 버튼을 클릭하면 HV테두리가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3) 상의 조정 : Rotary Knobs나 Scanning Image display
창의 Dedicated Switch Buttons 이용하여 상의 밝기,
대략적인 초점, 시야, 배율, 비점수차(상의 흔들림)을
조정한다.

3. 사진 촬영을 위한 기록
Setup 메뉴에서 Photo Condition 대화상자를 열고 각 조건을
설정하고 Photo를 클릭한다. RUN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Photo button은 tool bar 또는 Scanning Image 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파우더

겔

폴리머

※ DGIST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SEM) 보유 장비의 수가 5대 이상이므
로, 학생들끼리 조를 구성하여 접착제의 표면을 관찰 할 수 있다. 사용방
법은 중앙기기센터의 전문가 선생님께 교육을 듣고 도움을 받아 장비를
사용한다.

4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접착력 테스트
● 모둠이 만든 접착제에 대해 토의해보자.
● 친환경적인 접착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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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접착제 성분>
알긴산(alginic acid)
갈조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당류로 우론산의
카복시기로 인해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알긴산은
1883년 스코트랜드의 E. C. C. Stanford에 의해
단리되고, 해조 algae에서 추출된 산성물질이라는
점에서, 알긴산(alginic acid)으로 명명되었다.
그 후 공업화로 추진, 추출, 정제방법에 개량이
이뤄지면서 오늘날은 미국,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알긴산은 해조중에서도 갈조류에 있으며, 건조중량의 약 30～60% 함유되어 있다.
알긴산의 구조는 발견당시 D-만누론산(M)의 직쇄상 호모폴리머(homopolymer)라
하였으나, 1955년에 독일의 F. G. Fisher 등이 L-글루론산(G)의 존재를 확인하고, M과
G 2종류의 우론산으로부터 된 헤테로폴리(hetero-polymer)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Haug 등은 알긴산 분자중에는 M만으로 구성되는 M블럭, G만으로 구성되는
G블럭, M과 G의 혼성블럭의 3타입의 블록이 존재함을 밝혔다. 알긴산을 구성하는
M과 G의 양비(M/G비)는 갈조의 종류, 채취부위, 채취시기에 따라 다르며, 알긴산의
겔화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에 불용이나, 흡수하여 팽윤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알긴산의 구조는 anhydro-1,4-β-D-mannuronic acid의 β-1,4결합에 의한 중합체이다.
분자내에 carboxyl기와 수산기를 가지고 있는데 caeboxyl기는 알칼리에 의해 중화되어
염류로 되고 알콜류와 축합하면 ester물질이 되는데 수산기는 유기산과 축합하여 ester를
생성한다. Alginate는 alginic acid의 염을 말하는데 Na, Ca, K, 암모늄, Mg, propylene
glycol ester형 등의 형태가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Na형과 propylene
glycol ester형이다. 이것은 알긴산보다 염의 형태가 물에 더 잘 녹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Na, K, Ni, NH4염은 수용성이며 그 외는 불용성이다.
알긴산염은 알긴산보다 물에 잘 녹으며 점성도 가지는데 점도는 온도, 농도, 분자량
및 금속이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가열하면 점도가 감소되고 냉각하면
다시 점도가 증가한다. 농도는 1% 정도에서 염의 종류에 따라 최저 10cps에서
2,000cps까지의 점도를 가진다. pH가 4～10사이에서는 수용액의 점도는 변화가 없으며
산성용액에서는 gel을 형성한다. 또, Ca이나Mg이온 등은 점도를 증가 시키며 농도가
높을 때는 gel을 형성하는데 gel을 현성하는 메카니즘은 이온결합에 의한 가교 때문이다.
알긴산에 13% HCl를 가하고 가열하면 furfural과 CO2가 생성되는데 이때 orcinol혹은
naphoresorcinol을 가하면 각각 적자색과 흑자색을 나타낸다. 이를 알긴산 검출에
이용하고 있다. 감태, 다시마 등을 잘게 잘라 묽은 산성용액에 침전시켜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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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만니톨, 색소, 가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한 후, 탄산나트륨을
첨가해 40～50℃에서 가온하면 원료의 형태가 붕괴되고 점조한 물질이 추출된다.
알긴산은 원료 중에서는 대부분 칼슘염으로 존재하나, 탄산나트륨을 가함으로서 다음
반응이 진행, 탄산칼슘이 침전한다. 이때 액의 pH를 12이상으로 하면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칼슘침전이 완전해지며 추출율이 향상된다. 이 때문에 탄산나트륨에 약 20%의
수산화나트륨을 가해 추출하고 있다.
카제인(casein)
백-엷은 황색의 분말, 알맹이 또는
조각으로서 냄새와 맛이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다. 카제인은
우유 또는 탈지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을
산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유기용매에도 녹지 않으나
알칼리에는 잘 녹는 성질이 있다.
녹말(starch)
녹말은 맛이나 냄새가 없는 흰색 가루로 물에 녹지 않으며 수많은 D-글루코스(포도당)가
축합반응을 일으키면서 길게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다당류로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이다. 녹말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가열하면 녹말입자는 팽창하여 점성이 강한 액체,
즉 풀이 된다. 이 현상을 호화(糊化)라 하는데, 녹말의 종류에 따라 대체로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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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6 차시

커피찌꺼기와 접착제, 잘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죠? 다음 동영상을 보고
새롭게 창출되는 아이디어가 어떠한 혁신을 가져오는지 살펴봅시다.
▼ <한겨레 포커스> 커피 찌꺼기의 마술, ‘커피큐브’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612356.html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2urr6mquTek

한국은 세계적인 커피 소비 강국이다. 커피 시장 규모만 3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커피 원두 11만5000t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0.2%만
커피를 내리는 데 쓰이고, 99.8%는 찌꺼기로 버려진다. 이렇게 버린
찌꺼기는 한해 27만t,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9만2000t을 넘는다.
경제적 손실액도 7600억원에 이른다.
임병걸(35) 커피큐브 대표는 커피 찌꺼기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임 대표는 어느 날 커피전문점 앞에 포대에
담겨 버려진 커피 찌꺼기를 발견했다. “왜 저걸 그냥 버릴까? 커피
찌꺼기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장 일에 바쁜 틈틈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연구했다. 찌꺼기 가공물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던 임 대표에게 ‘어떻게 뭉칠 것인가’는 최대의 난제였다. 커피 찌꺼기를 거둬 말리고
뭉치는 실험은 새벽 2~3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3년간의 연구 끝에 2011년 임 대표는 식품첨가물
13종을 넣고 물로 반죽하는 공정을 거쳐 네모난 모양의 커피 점토인 ‘커피큐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내외 특허를 받아냈고 회사도 차렸다. 화학접착제를 써 쉽게 커피 점토를 만들 수
있었지만, 쉬운 길을 마다한 것은 임 대표가 스스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커피큐브를 만들면서
두 가지는 꼭 지키자는 다짐을 했어요. 환경과 어린이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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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

● 위의 기사에서처럼 접착력을 활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이야기해 보자.

●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적어보자. 만약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서 적어보자.

●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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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