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할 수 있다 나도 메이커!

실습노트 : 기초편



이 책의 활용법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보는 전자회로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전기이론보다는 전자부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해 보고 

호기심과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을 시작으로 조금씩 전자부품들이 추가됩니다.

이론보다는 우선 따라서 전자부품을 연결해 보세요. 

모터가 돌아가고, LED 전구를 켜지게 할 수도 있으며 아름다운 소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빛 감지센서 전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하다보면 전자부품의 특징과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전자부품과 친숙해진 다음에 이론을 배워도 좋습니다.  

전기회로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모든 실험은 왼쪽에 시작 설명, 목표, 실험순서, 결과보기, 그리고 Tip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회로의 실물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실험에는 왼쪽 페이지에 친절한 설명이 오른쪽에는 회로 실물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의 설명을 잘 읽은 후 오른쪽 페이지 밑장에 “소킷보드“를 끼웁니다.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소킷모듈(전자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고  

소킷 커넥터로 연결하여 회로를 완성합니다.

 모듈을 회로 위에 올려놓기 전에 각각의 극성을 꼭 확인합니다.

 전원은 제일 나중에 연결합니다.

 필요한 이론이나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기

※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전기회로 이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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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메이커가 되려면 전자회로교육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냉장고, 자동차, 등등

특히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는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4차 산업에 관련된 첨단 기기들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최신 전자 제품은 소프트웨어(코딩)와 전자회로가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코딩 메이커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으

로 채택 되었습니다. 코딩교육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응용 만들기(메이킹)를 하려면 전자회로교육이 필수입니다. 

전자회로의 원리를 먼저 배우고 코딩(소프트웨어)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척척척 만들기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의 특·장점

  자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회로도와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교육 시스템은 지금껏 나와 있는 어떤 전자회로의 연결 방법보다 쉽고 안전하고 간단하게 

전자회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모듈>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운 납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회로를 연결할 때 날카로운 핀이나 집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 자석 소재로 만든 척척척 커넥터를 이용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전자 부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교육 시스템은 전자회로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연령층의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척척척 따라 배우기 노트는 쉽게 회로를 연결시켜볼 수 있는 기초 실습편과 응용 실습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이론부터 메이커 입문까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기본원리만 이해하면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회로를 꾸밀 수 있습

니다. 또한 피지컬 컴퓨터(아두이노,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해 코딩, 메이킹 작업도 가능합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교육 시스템은 학생, maker, 아티스트, 디자이너, 기술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킷 척척척 전자회로배우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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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구성 및 사용법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구성품

구분 구성품 수량

자석 커넥터

자석커넥터 연결선( “I”형 )  8cm 3개

총 8개자석커넥터 연결선( “I”형 ) 12cm 2개

자석커넥터 연결선( “Y”형 ) 12cm 3개

전자회로모듈

건전지 모듈 1개

총 13개

발광다이오드 모듈 2개

누름 스위치 모듈 1개

저항기 모듈(10,000옴) 1개

저항기 스프링 모듈 1개

모터 모듈(프로펠러 포함) 1개

광저항기 모듈 1개

부저 모듈 1개

가변저항기 모듈 1개

발광다이오드 3색 모듈 1개

트랜지스터 모듈 1개

멜로디 모듈 1개

보드판 자석보드판 1개

전도성 테이프 4.5cm 15개

건전지 3V 코인건전지(예비용) 1개

실습 교재 실습 노트 1권

사용하기 전 알아두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1. 건전지를 포함한 모든 부품은 약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안전합니다.

2. 저항기는 끝이 날카로우니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입에 넣지 마세요.

3.   건전지의 전압은 3V입니다. 장시간 사용 시 전압이 떨어져 작동이 잘 안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구성품에 들어있는 예비건전지로 교체하십시오.(사용한 건전지는 분리 배출하세요.) 

구성품의 사용법

1.   자석보드판은 노트의 실험할 페이지 밑장에 책받침처럼 끼워서 사용합니다.  

(전자회로모듈과 자석커넥터가 실험할 페이지에 잘 붙습니다.)

2.   전자회로모듈과 자석커넥터는 실험 페이지의 그림 모양대로 부품을 올려놓고 연결하면 됩니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6



전자모듈 심볼 익히기

건전지 (Battery) 발광다이오드 (LED)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합니다.

모터 (Motor) 부저 (Buzzer)

전류가 흐르면 

회전운동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삐~소리가 

발생합니다.

다이오드 (Diode) 저항기 (Resistor)

전류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가변저항기 (Variable Resistor) 광저항기 (Push switch)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류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변하는 

저항기입니다. 

멜로디 IC (Melody IC) 트랜지스터 (Transistor NPN)

전류가 흐르면 

멜로디 음악이 

발생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 전류의 증폭, 

전류의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3V 코인건전지 끼우는 방법

건전지(BATTERY)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3V 코인건전지 분리하는 방법

①   볼펜이나 송곳 등을 이용해 

화살표 방향으로 

고정쇠를 밀어줍니다.

②   코인건전지가 위로 살짝 올라오면 

소켓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건전지(BATTERY)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고정쇠

건전지(BATTERY)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건전지(BATTERY)

C
R

 2
0

3
2

3
V

①   빈 소켓에 코인건전지를  

올려 놓습니다.

②   코인건전지를  

화살표 방향쪽부터  

비스듬히 끼웁니다.

③   걸쳐놓은 코인건전지를 

살짝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며 

소켓에 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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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전자회로 만들어 보기

1. 모터 작동시켜 보기

모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회전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실험용 모터 모듈, 프로펠러는 만져도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터는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실험 1. 모터의 회전 방향을 찾아서

오른쪽 페이지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모터를 모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스위치를 스위치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모터의 회전 방향을 관찰해 봅니다.

알고 가기 - 전자회로도

전자회로를 이해하기 쉽게 기호화한 것을 전자회로도라고 합니다. 

위 실험내용을 전자회로도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자회로도는 모터를 돌리기 위한 

전원(건전지)과 모터 그리고 스위치가 기호(SIMBOL) 형태로 그려 있습니다. 

Tip!

실험할 페이지의 뒷면에는

항상 자석보드판을 넣어주세요.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모터의 회전 방향은  (  시계 방향  /  시계 반대 방향  ) 이다.

전자회로 B 의 경우  :  모터의 회전 방향은  (  시계 방향  /  시계 반대 방향  ) 이다.

모터

스위치

건전지(3V)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회로도 >

< 모터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8



모
터
(M
O
TO
R
)

모
터
(M
O
TO
R
)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 실험 1에서  

전자회로 A와 전자회로 B는

극성( ⊕ , ⊖ )이 바뀝니다. 

확인 후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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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광다이오드(LED) 켜기

LED는 ⊕ , ⊖ 양극 사이에 필요로 하는 전압을 걸어주면 불이 켜집니다.

LED는 다이오드(diode)의 일종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 합니다.

실험 2. 켜져라 LED 등불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4. LED의 불빛을 관찰해 봅니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발광다이오드의 불이  (  켜진다.  /  안 켜진다.  )

전자회로 B 의 경우  :  발광다이오드의 불이  (  켜진다.  /  안 켜진다.  )

< LED 모듈 >

회로도

건전지

LED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10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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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저항기(VARIABLE RESISTOR)

3. RGB-삼원색 LED 켜기
적색, 녹색, 청색의 LED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RGB(red-

green-blue, 빛의 삼원색)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LED는 모두 하나의 

-단자(그라운드)와 각각 3개의 색상별 ⊕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

로 세 개의 색깔 LED를 각각 켤 수도 있고 세 개를 동시에 켤 수 있습니다.

실험 3-1. 3원색 LED 켜기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RGB-LED를 RGB-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4. RGB-LED의 불빛을 관찰해 봅니다. 

실험 3-2. 3원색 LED로 노란색 등불을 만들어요.

1. RGB-LED를 RGB-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가변저항기를 가변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가변저항기의 손잡이를 좌-우로 돌리면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빛의 합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빛의 3원색은 적색, 녹색, 청색(  )입니다. 3가지 색을 섞으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집니다.

- 적색과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만들어져요. (  +   =   )

- 적색과 청색을 섞으면 자홍색이 만들어져요. (  +   =   )

- 청색과 녹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만들어져요. (  +   =   )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① 청색단자와 녹색단자를 연결하면  (                   ) 색깔이 만들어진다. 

  ② 청색단자와 적색단자를 연결하면  (                   ) 색깔이 만들어진다. 

  ③ 적색단자와 녹색단자를 연결하면  (                   ) 색깔이 만들어진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B 의 경우  : 노란색 만들기에 성공했나요? 

적색

자홍

청록 녹색청색

노랑

흰색

< RGB-LED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12



가변저항기(VARIABLE RESISTOR)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4. 부저로 소리 만들기

부저는 일정 전압에 진동하는 얇은 진동판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부저 모듈에는 ⊕ , ⊖ 표시가 있습니다.

부저도 한쪽 방향의 전류에만 작동합니다. 전극이 바뀌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험 4-1. 부저의 소리를 관찰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스위치를 스위치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스위치를 눌러서 소리를 관찰합니다.

실험 4-2. 멜로디 IC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요.

1.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멜로디 IC를 멜로디 IC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소리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스위치를 누르면  (  삐~  /  아름다운  ) 소리가 납니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B 의 경우  : 전자회로를 연결하면  (  삐~  /  아름다운  ) 소리가 납니다.

< 부저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14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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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체와 부도체를 알아보아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며 부도체(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자석커넥터는 전기가 잘 흐르는 좋은 도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체와 부도체를 구별하는 실험을 해 봅시다.

아래와 같이 한쪽 자석커넥터 대신 실험할 물건들을 연결시켜서 LED가 켜지는지 관찰합시다.

LED가 켜지면 도체이고 켜지지 않으면 부도체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도성 테이프와 고무지우개를 비교 실험해 봅니다.

실험 5. 도체와 부도체를 나누어 볼까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4. 지우개와 전도성테이프에 연결하고 LED를 관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필, 철사클립, 고무줄, 숟가락, 종이, 핀셋, 사람의 피부, 알루미늄호일, 샤프 연필심, 동전 등으로  

같은 실험을 해 봅시다.

메모장에 도체 물건과 부도체 물건을 구분하여 적어 봅시다.

도체 부도체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전도성 테이프에 연결하면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전자회로 B 의 경우  :  지우개에 연결하면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16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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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D 2개를 동시에 작동시켜요

LED 2개를 동시에 연결하여 LED를 관찰해 보아요.

실험 6-1. 2개의 LED를 직렬로 연결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LED ① 을 LED ①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 ② 을 LED ②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 6-2. 2개의 LED를 병렬로 연결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LED ① 을 LED ①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 ② 을 LED ②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LED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직렬 연결 방법 병렬 연결 방법

두 전자부품을 한 전선에 일직선으로 연결 한 선에서 두 개 이상의 전선으로 나뉘어진 각각의 선에 전자부품을 연결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LED는 모두  (  켜  /  안 켜  ) 진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B 의 경우  : LED는 모두  (  켜  /  안 켜  ) 진다. 

전자부품 전자부품
전자부품

전자부품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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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연결하세요.

LED ① 

LED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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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저와 LED를 동시에 작동시켜요

부저와 LED를 동시에 연결해 부저와 LED를 관찰해 보아요.

실험 7-1. 부저와 LED를 직렬로 연결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부저와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 7-2. 부저와 LED를 병렬로 연결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부저와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LED는  (  켜 / 안 켜  ) 지고, 부저는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실/험/결/과

전자회로 B 의 경우  : LED는  (  켜 / 안 켜  ) 지고, 부저는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20



직렬 연결전자회로 A

병렬 연결전자회로 B

 주의
극성( ⊕ , ⊖ )을 꼭~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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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D와 저항기 연결하기

저항기는 회로 내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기는 LED의 밝기, 부저의 소리,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항이 적을수록 전류 흐름의 방해가 적어 전자부품이 잘 작동됩니다.

실험 8. 어떤 저항기가 전류흐름을 더 방해할까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스프링 저항기를 스프링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LED의 밝기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아래와 같은 저항기를 연결했을 때 LED의 밝기가 밝은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해 보세요.

① ② ③

>                                              >

< 저항기 연결하기 >

Tip!

옆의 사진과 같이 저항기의 다리를 구부려  

저항기 모듈의 스프링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 저항기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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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D와 저항기 2개를 연결해요

저항기 2개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LED의 밝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실험 9-1. 저항기 두 개의 직렬연결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2개의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LED의 밝기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저항기 1개를 연결했을 때의 LED 밝기보다 저항기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LED의 밝기는 더  (  어두워  /  밝아  ) 진다.

회로도

건전지

저항기 1 저항기 2

LED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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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9-2. 저항기 두 개의 병렬연결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2개의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LED의 밝기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저항기 1개를 연결했을 때의 LED 밝기보다 저항기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LED의 밝기는 더  (  어두워  /  밝아  ) 진다.

회로도

건전지

저항기 1

저항기 2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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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옴 >

< 10,000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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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저항기로 LED의 밝기를 변화시켜요

광저항기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변하는 저항기입니다. 

빛을 받으면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며,

어두워지면 저항의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 10. 광저항기로 전압을 조절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서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려서 어둡게 만들면 LED의 밝기는  (  어두워  /  밝아  ) 진다. 

②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어 밝게 만들면 LED의 밝기는  (  어두워  /  밝아  ) 진다. 

알고 가기 -  광저항기의 능력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광저항기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저항기는 극성이 없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센서로 많이 사용되는 소자입니다.

“저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변해요. 

 빛이 많으면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고 빛이 없으면 저항의 크기가 커진답니다.”

< 광저항기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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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변저항기로 LED의 밝기를 변화시켜요

가변저항기는 저항값의 조절이 가능한 저항기입니다. 

손잡이를 조절해서 저항값을 조절합니다.

실험 11. 가변저항기로 전압을 조절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가변저항기를 가변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손잡이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돌려가며 LED 밝기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①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손잡이를 시계 방향(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LED의 밝기는  (  어두워  /  밝아  ) 진다.

②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시계 반대 방향(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LED의 밝기는  (  어두워  /  밝아  ) 진다.

추가 실험    ☞  LED 모듈 대신 부저 모듈로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 봅시다.

③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손잡이를 시계 방향(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부저의 소리는  (  작아  /  커  ) 진다.

④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시계 반대 방향(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부저의 소리는  (  작아  /  커  ) 진다.

< 가변저항기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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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변저항기를 이용해 3색 LED의 녹색과 청색 켜기

가변저항기를 이용해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실험 12. 가변저항기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가변저항기를 가변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3색 LED를 3색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손잡이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돌려가며 3색 LED의 색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①    ⊕ 방향으로 돌릴 때  

손잡이를 ⊕ 방향으로 돌리면 LED의 색깔은  (  청색  /  적색  ) 이 켜진다.

②    ⊖ 방향으로 돌릴 때  

손잡이를 ⊖ 방향으로 돌리면 LED의 색깔은  (  청색  /  적색  ) 이 켜진다.

회로도

건전지

가변저항기

LED

LED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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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누름 스위치 만들기

이 스위치는 보통의 전등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회로가 연결되어) 불이 들어오고 

떼면 (회로가 단절되어) 불이 꺼집니다.

● 전도성 테이프로 만드는 ‘누름’ 스위치

‘momentary (필요한 순간만큼)’ 스위치라고도 불립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만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회로 그림과 같이 “ Y ” 형 자석커넥터 연결선을 종이에 그려진 금속회로에 연결시킨 후 노트 모퉁이에 표시된 점선을 접어서  

누름 스위치를 만들어 봅니다. 스위치를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 실험해 봅니다.

실험 13. 직접 스위치를 만들어 LED를 작동시켜 보아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전도성 테이프 그림 위에 전도성 테이프를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종이 스위치를 누르고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전자회로 A 의 경우  :  회로를 연결하고 종이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전자회로 B 의 경우  :  회로를 연결하고 종이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 누름스위치 모듈 >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34



전자회로 A

전자회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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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리회로 기초_ AND 게이트

스위치 2개를 직렬 연결합니다.

이 회로에서 LED를 켜기 위해서는 두 개의 스위치(A 와 B)가 모두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실험 14. AND 게이트를 확인해 보아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전도성 테이프 그림 위에 전도성 테이프를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스위치를 스위치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종이 스위치를 누르고 LED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AND 게이트는 곱하기 연산과 같습니다.

실/험/결/과

① 종이 스위치만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② 누름 스위치만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③ 종이 스위치와 누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안 켜  ) 진다.

1 × 0  =  0

0 × 1  =  0

0 × 0  =  0

1 × 1  =  1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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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리회로 기초_ OR 게이트

스위치 2개를 병렬 연결합니다.

회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 A 또는 B 또는 모두 )가 켜져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OR” 게이트라고 합니다.

실험 15. OR 게이트를 확인해 보아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전도성 테이프 그림 위에 전도성 테이프를 붙입니다.

2.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스위치를 스위치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종이 스위치를 누르고 LED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OR 게이트는 더하기 연산과 같습니다.

실/험/결/과

① 종이 스위치만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커  ) 진다.

② 누름 스위치만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커  ) 진다.

③ 종이 스위치와 누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른 경우에는 LED가  (  켜  /  꺼  ) 진다.

1 + 0  =  1

0 + 1  =  1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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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압 분배로 광센서 만들기

전압 분배의 원리를 이용하면 광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전압 분배란 전압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만약 저항기의 크기가 다른 두 저항기가 연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전압이 나누어질까요?

-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이 더 많이 분배됩니다.

실험 16. 전압 분배를 해보자.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 실험 2 ~ 실험 12의 결과는 모두 전압 분배로 설명이 됩니다.

Tip!   이 회로는 센서의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회로입니다.

3V 건전지에 1개의 저항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압은 3V가 됩니다.

이번에는 3V 건전지에 2개의 저항기가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 저항기 2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3V의 전압이 1/2로 나누워져 1.5V씩 각 저항기에 전달이 됩니다.

실/험/결/과

건전지의 전압은 3V입니다.

① 만약 저항기에 분배된 전압이 2V라면 광저항기에 분배된 전압은 (  ■  ) V 입니다.

 저항기에 분배된 전압 2V + 광저항기에 분배된  전압 (  ■  )  =  3V 입니다.

 ■ 값은 얼마일까요?  (  1V  /  2V  /  3V  ) 

②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압을 2.5V로 만들고 싶다면 

 광저항기에 빛을  (  비춘  /  가린  ) 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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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ED 전등으로 전압 분배를 확인해요

LED를 사용하여 저항기와 광저항기에 각각 분배되는 전압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가 켜지기 위해서는 2.5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므로  LED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전압 분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17. 광저항기에 LED를 병렬로 연결해 봅니다.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거나 가리면서 LED를 관찰합니다.

 

Tip!   병렬로 연결된 전자부품들은 같은 전압이 됩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면 LED 전구는  (  켜  /  안 켜  ) 진다.

②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 LED 전구는  (  켜  /  안 켜  ) 진다.

회로도

건전지

광저항기

저항기

LED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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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센서를 이용한 어두워지면 커지는 LED 전등

실험 18. 저항기에 LED를 병렬로 연결해 봅니다.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거나 가리면서 LED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따른 전압 분배

● 저항기의 직렬 연결 : 저항기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분배됩니다.

    같은 크기의 저항기 3개가 3V 건전지에 직렬로 연결이 된다면 각 저항기에는 1V씩 분배되어 전달됩니다.

● 저항기의 병렬 연결 : 전압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저항기 3개가 3V 건전지에 병렬로 연결이 된다면 각 저항기에는 전압이 분배되지 않고 3V가 전달됩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면 LED 전구는  (  켜  /  안 켜  )  진다.

②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 LED 전구는  (  켜  /  안 켜  )  진다.

회로도

건전지

광저항기

저항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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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변저항기를 이용해 빛의 감도를 조절해요

저항기 대신 가변저항기를 이용하면 광저항기에 분배되는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압 분배에 따라서 빛을 감지하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험 19. 가변저항기로 광센서의 감도를 조절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가변저항기를 가변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가변저항기의 저항값을 조절해 가면서 LED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①   가변저항기에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서 저항값을 작게 하면  

주변의 빛을 감지하는 감도가  (  증가  /  감소  ) 한다.

②   가변저항기에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항값을 크게 하면  

주변의 빛을 감지하는 감도가  (  증가  /  감소  ) 한다.

회로도

건전지

가변저항기

저항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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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센서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시켜 보자

광센서를 이용해 LED를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LED를 대신 모터를 연결하여 모터를 관찰해 보세요.

실험 20. 광센서에 모터를 연결해 보세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모터를 모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거나 가리면서 모터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모터와 LED의 전력 소모

건전지와 연결되어 작동되는 부품들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합니다.

LED와 같은 전자부품은 전기에너지를 적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모터는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면 모터는  (  돌아  /  안 돌아  ) 간다.

②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 모터는  (  돌아  /  안 돌아  ) 간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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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센서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보아요

모터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아야 작동합니다. 

실험 20에서는 모터 모듈을 구동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추가하여 트랜지스터에 대해 알아보고 

모터 모듈을 구동시켜 봅니다.

실험 21. 트랜지스터를 연결해 보세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모터를 모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6.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7.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거나 가리면서 모터를 관찰합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면 모터는 (  돌아  /  안돌아  ) 간다.

②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 모터는 (  돌아  /  안돌아  ) 간다.

< 트랜지스터 모듈 >

회로도

NPN트랜지스터

광저항기

저항기

모터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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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랜지스터를 배워보자

광센서와 트랜지스터를 연결하여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봅시다.

실험 22. 트랜지스터로 전압 분배를 확인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광저항기를 광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6.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7.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거나 가리면서 LED를 관찰합니다.

알고 가기 -  트랜지스터를 알아보아요.

트랜지스터는 전압의 분배를 판단하는 심판과 같습니다. 

전압이 분배되는 것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결/과

① 광저항기에 빛을 비추면 LED는  (  켜  /  안 켜  ) 진다.

② 광저항기를 손으로 가리면 LED는  (  켜  /  안 켜  ) 진다.

회로도

NPN트랜지스터

광저항기

저항기

LED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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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트랜지스터와 스위치 비교하기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전자회로도는 실험 19 회로도에서 저항기와 광저항기를 뺀 전자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도는 실험1에서 실험한 간단한 회로도와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스위치 대신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름 스위치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흘러 모터가 구동됩니다.

오른쪽 전자회로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전기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23. 트랜지스터로 스위치를 만들어요.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LED를 LED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5. 트랜지스터의 B 베이스와  a 단자, b 단자를 각각 손가락으로 연결해 봅니다.

알고 가기 -  트랜지스터와 스위치 비교

누름 스위치 트랜지스터

작동 방법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전기를 흐르게 한다. 
B(베이스)에 ⊕극 전원을 공급하여 

전기를 흐르게 한다.

특        징 사람이 직접 눌러야 작동한다. 자동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실/험/결/과

① 트랜지스터의 B 베이스와 a단자를 손가락으로 만지면 LED는  (  켜  /  안 켜  ) 진다.

② 트랜지스터의 B 베이스와 b단자를 손가락으로 만지면 LED는  (  켜  /  안 켜  ) 진다.

척척척! 전자회로 배우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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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을 감지하는 수분센서를 만들어요

전압 분배의 원리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센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에 연결된 저항기 크기를 조절하여 센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24. 물을 감지하는 수분센서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그림처럼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젖은 종이를 놓습니다.

실/험/결/과

①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마른 종이를 접촉시키면 부저에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②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젖은 종이를 접촉시키면 부저에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회로도

NPN트랜지스터

저항기

부저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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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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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난 알림 센서를 만들어요

전압 분배의 원리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센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에 연결된 저항기 크기를 조절하여 센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25. 회로의 단절을 알리는 장치

오른쪽의 전자회로도 위에 전자회로모듈을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1. 건전지를 건전지 그림 위에 붙입니다.

2. 저항기를 저항기 그림 위에 붙입니다.

3. 부저를 부저 그림 위에 붙입니다.

4.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 그림 위에 붙입니다.

5. 소킷 커넥터로 전자회로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6. 그림처럼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클립을 붙입니다.

실/험/결/과

①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클립을 붙이면 부저에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②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클립이 떨어지면 부저에 소리가  (  난다.  /  안 난다.  )

회로도

NPN트랜지스터

저항기

부저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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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확인하기

※ 본 제품은 기본실습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실습 시에 부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필요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 또는 구입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마이크로비트 프랜드 - “척척척 메이커 프로젝트 24”가 2019년 9월 1일에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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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p.8
전자회로 A : 시계 반대 방향

전자회로 B : 시계 방향
실험 11 p.30

① 어두워진다    ② 밝아진다  

③ 작아진다       ④ 커진다 

실험 2 p.10
전자회로 A : 시계 반대 방향

전자회로 B : 시계 방향
실험 12 p.32

① 적색  

② 청색

실험 3-1 p.12
전자회로 A : 

① 청록  ② 적색  ③ 적색
실험 13 p.34

전자회로 A : 켜진다

전자회로 B : 안 켜진다

실험 3-2 p.12
전자회로 B : 가변저항기의 손잡이를  

⊕ 방향으로 돌려서 노란색을 찾는다.
실험 14 p.36 ① 안 켜진다  ② 안 켜진다  ③ 켜진다

실험 4-1 p.14 전자회로 A : 삐~ 실험 15 p.38 ① 켜진다  ② 켜진다  ③ 켜진다

실험 4-2 p.14 전자회로 B : 아름다운 실험 16 p.40
① ■ 값 (  1V  )  

② 가린다

실험 5 p.16
전자회로 A : 켜진다

전자회로 B : 안 켜진다
실험 17 p.42

① 안 켜진다  

② 켜진다

실험 6-1 p.18 전자회로 A : 안 켜진다 실험 18 p.44
① 켜진다  

② 안 켜진다

실험 6-2 p.18 전자회로 B : 켜진다 실험 19 p.46
① 증가한다  

② 감소한다

실험 7-1 p.20 전자회로 A : 안 켜지고 / 안 난다 실험 20 p.48
① 안 돌아간다  

② 안 돌아간다

실험 7-2 p.20 전자회로 B : 켜지고 / 난다 실험 21 p.50
① 안 돌아간다  

② 돌아간다

실험 8 p.22 ③   >   ①   >   ② 실험 22 p.52
① 안 켜진다  

② 켜진다

실험 9-1 p.24 어두워진다 실험 23 p.54
① 켜진다  

② 안 켜진다

실험 9-2 p.26 밝아진다 실험 24 p.56
① 안 난다  

② 난다

실험 10 p.28
① 어두워진다  

② 밝아진다
실험 25 p.58

① 안 난다  

②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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