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다음 물체와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적으시오.

[출제 의도] 우리 주위의 다양한 물체와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해답] 고체 - 책가방, 돌 조각상(이유: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음) / 액체 - 분수대의 물, 꿀(이유: 담

는 그릇이 달라지면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음) / 기체 - 선풍기 바람(이유: 담는 그릇이 달

라지면 모양이 변하고 담는 그릇을 항상 가득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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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문제 2] 다음 물체들은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적어 봅시다.

 - 물질이란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말한다.

 - 고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 액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모양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다.

 - 기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모양이 변하고 담는 그릇을 항상 고르게 가득 채운다.

되짚어 보기

확인하기

과학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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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출제 의도] 물질의 다양한 성질에 따라 물체를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해답] 낚싯대 - 쉽게 구부러지는 유연한 성질, 닻 - 물에 가라앉는 성질, 못과 망치 - 단단한 성질,   

고무배 - 물에 뜨는 성질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물체를 생각하여 봅시다. 이 물체를 새로운 물질로 바꾸어 만들 때 어떠한 점이 

편리할지 글로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우리 주위에서 사용하는 물체를 선택하여, 그 물체의 재료를 바꾸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유리한 점, 편리한 점 등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지도 시에는 평소 특정 물체를 사용할 때 경

험했던 불편한 점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한 후, 이 물체를 새로운 물질로 바꾸었을 때 이러한 불편한 점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글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에 따라 물체의 용도가 결

정됨을 생각하여 새롭게 바꾼 물질의 어떠한 성질 때문에 물체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시] 악기를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실로폰 - 철, 나무, 플라스틱 등), 공을 다양한 물질로 만들기(농

구공이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농구 경기를 할 때 불편하므로, 더 부드럽고 가벼운 물질을 사용하는 경

우를 창의적으로 고안하기 등) 

못 고무배 망치닻

165 1. 우리 생활과 물질

책가방 선풍기 바람 분수대의 물 돌 조각상 꿀

<보기> 단단한 성질 / 물에 뜨는 성질 / 물에 가라앉는 성질 / 쉽게 구부러지는 유연한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