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약 만들기
20    년    월    일    요일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우리의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치약을 직접 만들어 보고 치약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탄산칼슘 1봉, 탄산마그네슘 1봉, 붕사 10봉, 글리세린 2병, 튜브용기 10개, 종이컵 10개,

종이고깔 10개, 나무막대 10개, 투명스푼 2개, 식용색소 1봉, 식용향료(2개)

물, 가위

1. 식용향료는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오히려 냄새가 안좋을 수 있으니 1~2방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2. 고깔을 이용해 튜브용기에 치약을 담을땐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 옆 친구와 도우며 함께 하세요.

3. 만들어진 글리세린을 시약과 섞을 때 너무많이 넣게 되면 묽어 지니 5~7ml가 적당합니다.

4. 만들어진 치약은 인체에 무해한 약품이지만 치아를 닦을때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j

1. 글리세린이 든 플라스틱 용

기에 물을 넣어 용액 총75ml를 

만들어 주세요.

(글리세린25ml, 물50ml)

▶5인1조입니다.

(교사용: 글리세린5ml,물10ml)

2.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식용

색소를 조금만 떠 넣어 줍니다.

3. 플라스틱 용기를 뚜껑을 닫

은 뒤 잘 흔들어 섞어 주세요.

글리세린 용액은 너무 많이 넣

을 경우 치약색상이 많이 진해

지니 적당히 넣는것이 좋습니다.

4. 종이컵에 탄산칼슘 6스푼과 

탄산마그네슘 2스푼을 투명스푼

을 이용하여 넣어 주세요.

5. 붕사 1봉을 넣어 줍니다. 6. 만들어 놓은 글리세린 용액

을 조금씩 넣어가며 원하는 점

성을 맞추어줍니다.

▶글리세린 용액은 5인1조입니

다.



7. 글리세린과 시약을 나무막대

를 이용해 잘 섞이도록 저어 주

세요.

8. 살짝 뻑뻑해 졌다면 향료를 

1~2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9. 치약을 담을 튜브형용기 입

구를 분리시켜 주세요.

10. 고깔의 끝 부분을 아주 살

짝만 잘라준 뒤 튜브용기 입구

에 끼워 치약을 넣습니다.

▶혼자서 넣기엔 어려우니 옆의 

친구들 도와주며 함께 하세요.

11. 치약 만들기 완성!!

1. 시중에서 파는 치약의 성분은 무엇이고,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치약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치약에는 탄산칼슘, 인산칼슘, 황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등이 사용됩니다.   이들은 치아

의 기계적 청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청정제, 향료, 색소, 살균소독제, 치석용해제, 중화

제 등이 조금씩 혼입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쓰인 탄산칼슘은 대리석이나 달걀껍질의 주 성

분이기도 하며 물에는 잘 녹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마그네슘 또한 물에 잘 녹지 않는 

아주 고운 입자로 두가지 재료 모두 연마재로 사용되며 붕사는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해줍니다.   연마

재란 재료를 깍거나 갈고 닦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이며 치약속의 이런 성분들이 치아에 붙어 있는 음

식 찌꺼기난 이물질 등을 갈아내어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