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실험교구
사용자매뉴얼

- 과학실험교구 조립

- 코딩프로그램 설치

-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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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교구구성

(주)휴인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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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액주입기

2 : 온도센서 : 용액등온도를측정하는센서

3 : PH센서 : 용액의 PH를측정하는센서

4 : 교반기(팬)

4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용액주입기 (1)

(주)휴인텍 3

용액주입기를홈에맞춰

끼워넣습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용액주입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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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연결

용액주입기연결

컨넥터의방향을확인후연결합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온도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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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를 홈에맞춰끼워넣습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온도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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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연결

용액주입기연결

온도센서를첫번째컨넥터에연결합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PH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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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센서를홈에맞춰끼워넣습니다.

컨넥터를끼운후오른쪽으로돌려연결합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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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주입기, 온도센서, PH센서를장착한모습입니다. 

컨넥터가제대로연결되어있는지확인하세요.

센서의장착위치는원하는곳의홈에맞춰끼워주세요.

온도연결

용액주입기연결

PH센서연결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교반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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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팬) 뒷면의홈과바닥면의홈을

맞춰끼웁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전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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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교구뒷면의전원을연결합니다. 전원은켜지않습니다.



과학실험교구조립방법 > USB케이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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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컨넥터의방향을확인후 USB케이블을연결합니다.



과학실험교구
코딩프로그램

(주)휴인텍 12



코딩프로그램 > USB 드라이버설치

(주)휴인텍 13

`driver` 폴더의 CH341SER.zip 파일을 압축을 풉니다.

`CH341SER` 폴더의 `SETUP.EXE`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USB 드라이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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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교구의 전원을 켭니다.

`장치 관리자`의 `포트(COM & LPT)` 에 표시된 `COMxx` 번호를 확인하세요.



코딩프로그램실행및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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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Test-0.7.0-beta 디렉토리의 ChemicalTest.exe 파일을 `관리자권한으로실행` 합니다.

`보드` 메뉴의 `Chemical Test` 를선택합니다.

연결 > 시리얼포트에서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한

컴포트를 선택합니다.



코딩프로그램실행및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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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성공하면 코딩프로그램 팔레트 영역의

연결상태 버튼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파일 메뉴의 열기를 클릭하여 예제파일을 엽니다.

`예제` 폴더의 `cht-project.sb2` 파일을

선택합니다.



코딩프로그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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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하여코딩

코딩
실행

강제정지 : 스텝모터#X/Y/Z,  용액의작동을중지합니다.



코딩프로그램실행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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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탭의 `Chemical` 을 클릭합니다.

좌측 블록 리스트에서 실행할 블록을 드래그하여 블록 밑으로 붙입니다.

실행할 코드를 모두 작성 후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래 블럭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코딩실행 중 스텝모터#X/Y/Z, 용액 블록의 작동을 멈추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텝모터가 강제

정지됩니다.

드래그



코딩프로그램실행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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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탭의 `데이터&블록` 을 클릭합니다.

좌측 블록 리스트에서 사용자정의 블록을 드래그하여 블록 밑으로 붙입니다.

실행할 코드를 모두 작성 후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래 블럭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코딩실행 중 스텝모터#X/Y/Z, 용액 블록의 작동을 멈추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텝모터가 강제

정지됩니다.

드래그



코딩프로그램실행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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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

사용자정의 블록

17페이지 코딩방법과 동일하게 실행할 블록을

드래그하여 사용자 정의 블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온도` 블록과 `7-PH` 블록은 센서값을 0.5초

간격으로 5번 읽어 프로그램 상단의 온도, PH

변수값에 표시합니다.



코딩프로그램 > 스텝모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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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정방향

스텝 모터 한바퀴는 200스텝입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금씩 스텝을 늘려주세요.



코딩프로그램 > 스텝모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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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모터 한바퀴는 200스텝입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금씩 스텝을 늘려주세요.



코딩프로그램 > 스텝모터#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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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정방향

스텝 모터 한바퀴는 200스텝입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금씩 스텝을 늘려주세요.

용액주입부, 온도, PH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너무 아래로(정방향) 이동하지 마세요.

• 기구상의 문제로 이동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딩프로그램 >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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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정방향

스텝 모터 한바퀴는 200스텝입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닿지 않도록 조금씩 스텝을 늘려주세요.



과학실험교구
코딩하기
화학실험교구를 활용하여 코딩 및 예제

(주)휴인텍 25



1. 교과서 속 내용 및 체계

이 단원은 과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3～4학년군의 ‘(7) 액체와 기체’, ‘(10) 혼합물의 분리’에서 발전하여

5～6학년 군 ‘(2) 용해와 용액’ 용해 현상과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하여 학습하고 ‘(12) 물질의 특성’과 연계된다.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 간 비교하는 방법과 용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활 속에서 물에 물질이 녹는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도록 해준다. 이 때

용액의 진하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물질이 녹는데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구기능과 함께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등에서는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하고, 순물질의 특정인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밀도, 용해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하는 예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특히 액체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후 액체에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가장 중요한 액체인 물을 통해

학습할 것임을 언급하며 물을 도입해야한다.

용해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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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과학②

3. 액체와 기체

→

5~6학년군 과학①

4. 용해와 용액

→

중학교

과학 2③

Ⅴ. 여러 가지 화학

반응

→

고등

화학Ⅱ

1. 다양한 모습의

물질

- 액체의부피 -용해와용액

-용해현상

-용질,용매,용액의정의

-용매의양과온도에따라용질이

용매에녹는양

-용액의진하기비교

-물질의특성 -물

-기체,액체,고체의상변

화

2. 교과서 속 실험 분석

용해 현상은 관찰할 때 용질이 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육안으로 관찰하게 하여 실험을 통하여 용해 현상을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야한다.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는 경우는 용해도와 연관된 것이며, 물질을 빨리

녹이는 경우는 물질이 녹는 빠르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질량과 부피로 밀도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밀도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실험을 통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일정하고 이것이 밀도이며, 물질의 특성임을 알게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 중

하나인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알게 하고 물질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물질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

물질의 밀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프로젝트1. 용해의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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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SW융합 실험 장치, 색소, 증류수, 바이얼

2. 준비물

가. 눈금자에 총 4~8개의 반응기를 놓고 가까이에서 피펫 팁과 정렬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왼쪽부터 주입모듈 1로 증류수를 30% 차이가 나도록 60%, 30%, 0%을 첨가하고, 주입모듈 2에 원하는 색으

로 채워 주입 양을 역순으로 채운다.

다. 주입모듈 1 실행 후 주입모듈 2로 진행이 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통해 방향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용액의주입구이동코딩

사전에시행한축이동에관련된데이터를확보한다음에위

치조절값설정



프로젝트2. 용해의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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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SW융합 실험 장치, 여러 가지 색소, 증류수, 교반자석, 소형 교반기, 바이얼

2. 실험방법

가. 바이얼에 교반자석을 준비한다.

나. 각각 다른 0.2g의 색소를 바이얼에 넣고 소형교반기에 올려놓는다.

다. 모든 제어는 SW로 하며 반응기에 넣은 후 혼합하기 코딩을 한다.

1) 증류수를 25ml 코딩으로 넣는다.

2) 팬으로 교반자석으로 교반한다.

3) 축 이동을 한다.

4) 펌프모터를 이용하여 혼합 바이얼에 용액을 흡입한다.

5) 이동하고자 하는 바이얼로 이동 후 배출한다.

6) 이동 후 배출을 바이얼 개수대로 반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