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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순서

주의사항

키트구성품

이지파라핀과 별모양 유리용기를 이용하여 직접 예쁜 스타 아로마 향초를 만들어 봅시다.

별모양 유리용기 5개, 이지파라핀 1봉, 아로마 오일 1병, 양초 전용색소 1병, 양초심지 5개, 나무막대 5개
☞실험키트를 받으신 후 빠른시일내에 실험하여 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별도 실험 준비물 - 가열도구 세트, 비커, 면장갑, 가스점화기 등

1.이지파라핀 가열 시 온도가 올라가서 매우 뜨거우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해 주세요.

2.실험 중 파라핀이 굳게 되었을 경우 다시 가열하여 녹인 후 사용해 주세요.

3.가열한 이지파라핀을 별모양 유리용기에 부을 때는 유리용기가 매우 뜨거워지므로 면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4.이지파라핀을 녹일 때, 잘게 부셔서 녹이면 보다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5.양초 전용색소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6.실험 중 이지파라핀이 굳으면, 다시 가열해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비커에 이지파라핀 1봉을 넣고 가열도구 세트에 올린 다음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천천히 저으며 녹여주세요.

☞파라핀을 끓이게 되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처럼 투명해질 때 까지만 가열해 주세요.

2.녹인 이지파라핀 용액에 아로마 오일 1병과 양초전용색소 1병을 넣고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잘 저어주세요.

☞가열된 비커가 뜨거우므로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3.유리용기 가운데 부분에 양초 심지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양초심지를 바르게 세워주어야 이지파라핀 용액을 부을 때 심지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4.이지파라핀 용액이 담긴 비커를 들고, 유리용기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뜨거우니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하시고, 심지가 흔들릴 경우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세요☆

5.완성된 아로마 향초가 완전히 굳은 후 향초에 불을 붙인 후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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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이해

확인사항

1.이번 실험에 사용한 파라핀은 어떤 물질일까요?

2.양초에 불이 붙는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양초는 파라핀이나 밀랍 등과 같이 적당한 온도에서 녹는 가연성 고체를 원형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 

무명 등의 심지를 넣어 만드는 등화용 연료를 말합니다. 양초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옛날부터 

밀랍이 알려져 있었으며, 뭄바이나 그리스의 유적, 중국의 분묘(墳墓)에서 청동으로 만든 촛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BC 3세기에는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양초가 

연소되는 원리는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양초가 녹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심지를 따라 올라가 

심지의 끝 부근에서 기화(氣化)하고, 그것이 연소해서 탄소를 유리(遊離)하여 발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의 재료도 가연성이므로 서서히 연소해서 짧아지는데, 그 속도와 양초의 소비속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심지의 굵기를 알맞게 하거나 미리 붕사용액으로 처리해서 잘 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