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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순서

주의사항

키트구성품

소이왁스와 별모양 유리용기를 이용하여 직접 스타 소이캔들을 만들어보고 양초에 불이 붙는 

원리와 소이왁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이왁스 1봉, 스타 유리용기 5개, 소이캔들 전용심지 5개, 심지 탭 스티커 5개, 아로마 오일 1병, 나무막대 5개
☞실험키트를 받으신 후 빠른시일내에 실험하여 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별도 실험 준비물 - 가열도구 세트, 비커(150㎖ 이상), 면장갑, 가스점화기 등

1.이번 실험은 가열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으로 화재나 화상에 주의하여 실험해 주세요.

2.소이왁스 가열 시 지나치게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열해 주세요.

3.전용심지를 유리용기에 세울 때, 심지 탭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보다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4.가열 후 액체가 된 소이왁스를 유리용기에 부을 때는 용기가 뜨거우니 면장갑을 착용한 후 부어주세요.

5.소이캔들 사용 중 심지가 거의 남지 않을 경우 불완전연소 되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사용을 중지해주세요.

6.소이캔들에는 전용 심지를 사용해야 하며 파라핀 심지를 이용할 경우 그으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가열도구 세트 위에 비커를 올린 후 소이왁스 1봉을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서 잘 저어주세요.

☞소이왁스는 가열 시 금방 녹게 되므로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 완전히 액체가 될 때까지 가열해 주세요.

2.소이왁스가 완전히 액체화 되었으면 면장갑을 착용한 후 가열도구 세트에서 분리시켜 주세요.

☞비커가 뜨거우므로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3.소이왁스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아로마 오일 1병을 넣고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잘 섞어주세요.

☞아로마 오일은 소이왁스용액이 65℃~70℃ 사이일때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소이캔들 전용심지 바닥 부분에 심지 탭 스티커를 붙인 다음, 내열 유리용기 바닥에 꾹 눌러 붙여주세요.

☆스티커는 양면으로 되어있으니 흰색 스티커 부분을 제거 후 전용심지에 붙여주세요.☆

☞스타 유리용기 내부를 깨끗이 닦은 후, 소이캔들 전용심지를 붙여 주면 보다 예쁜 양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완성된 소이왁스 용액을 스타 유리 용기에 가득 부어주세요.

☞비커와 유리용기가 뜨거우니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6.소이왁스 용액이 식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 완전히 굳으면 심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 후 사용해 주세요.

☞심지의 길이가 길 경우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 주세요.

(적정 길이는 0.6~1㎝ 정도입니다.)

20       년          월          일          요일                         학교            학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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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이해

확인사항

1.소이왁스란 무엇일까요?

2.양초에 불이 붙는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소이왁스란 콩기름을 수소화시켜서 만든 순식물성 왁스로 파라핀에 비해 비교적 그으름 없이 

연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왁스입니다. 또한 녹는점이 50~60℃로 낮기 때문에 실내에서 향을 

깊고 은은하게 퍼지게 해주는 왁스입니다. 천연재로 100% 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왁스이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 켜놓아도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왁스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만든 소이캔들을 보면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 못하거나 

조금씩 갈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경화제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소이캔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