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어린이는 선생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세포 분열 과정 퍼즐

(사용연령: 만 14세이상)
- 실험시 실험용 마스크, 실험용 장갑, 보호 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해 주세요.
- 실험재료 및 부품을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 화기에 주의하세요.

<학생용>

1. 사람의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세포 분열 과정을 알 수 있다.

<세포 분열 과정> 전개도 5장
개인 준비물 : 풀, 셀로판테이프

① 체세포 분열은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② 어릴 때에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여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③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손상된 세포가 교체됩니다.

Q. 세포가 분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④ 골수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 혈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⑤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지만 늙거나 손상된 세포가 교체되지 않습니다.

- 친구와 함께 구조물을 더 높이 쌓아 만들어도 좋습니다.
- 송곳을 사용할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체세포 분열의 의의
사람의 체세포 분열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게 된다. 어릴 때에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생장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장이
멈추게 된다.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손상된 세포가 교체
되며 상처가 아문다. 또 백혈구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 골수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
혈구가 다시 만들어져 혈액 속 혈구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사람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고 늙거나 손상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교체되며
건강을 유지한다.
1. <세포 분열 과정> 전개도를 떼어내고, 대각선과 맞은편의 같은 번호끼리 접으세요.
2. B와 C에 풀칠을 하고 맞은편 부분의 뒷면에 붙여 전체적으로 정사면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모양이
되게 하세요.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자손이 태어나
고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다. 이처럼 염색체 수는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을 통해 세
대를 거듭해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결과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다.

3. A에 풀칠하여 F의 뒷면에 붙이고, D에 풀칠하여 맞은편 뒷면에 붙여 전체적으로 정사면체가
연속적으 로 이어진 모양이 되게 하세요.
4. 같은 분열기의 세포 분열의 모습이 한 번에 보이도록 둥글게 말아보고, E와 F에 풀칠하여 완성하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므리면서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