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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는 선생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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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령: 만 14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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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자동차

- 실험시 실험용 마스크, 실험용 장갑, 보호 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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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재료 및 부품을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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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에 주의하세요.

- 화기에 주의하세요.

6-2. 에너지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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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동차>전개도 1개, 요구르트빨대 2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양면테이프 1개, 바퀴 축 2개, 큰 바퀴 2개, 작은 바퀴 2개
보고 바람의 힘이 쓰이는 곳을
전동기 1개, 스위치 달린 전지끼우개(3v) 1개, 프로펠러 1개
(개인준비물 : 건전지)
찾아봅니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바람의 힘이 쓰이는 곳을
찾아봅니다.

Q. 우리가 만든 풍력자동차의 스위치를 닫으면 풍력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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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만든 풍력자동차의 스위치를 닫으면 풍력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큰 바퀴 두 개는 자동차의 뒤쪽 축에 양쪽으로 꽂고, 작은 바퀴 두 개는 자동차의 앞쪽 축에 양쪽으로
꽂습니다.
--뾰족한 바퀴축에 바퀴를 꽂다가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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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습니다.
-뾰족한 바퀴축에 바퀴를 꽂다가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1. 풍력 자동차 영보드에서 사진처럼 바퀴축을 고정하는 영보드를 꽂습니다.
2. 가는 빨대 두 개를 각각 바퀴축 고정 장치에 꽂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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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 바퀴 두 개는 자동차 뒤쪽에 바퀴축을 끼워 고정시키고 작은 바퀴 두 개는 자동차 앞쪽에 바퀴축을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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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키세요.

4. 전지끼우개에 전지를 끼우고 전선을 전동기에 각각 연결하세요.
5. 남은 영보드를 사진과 같이 자동차 뒤쪽 구멍에 끼우고 전동기를 꽂으세요.
6. 전동기에 프로펠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아보세요.
잘 나아가나요? 친구와 함께 자동차 경주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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