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 2. 자석의 성질

[문제 1] 다음 그림의 여러 가지 물체를 보고 자석에 붙는 부분에 ○표를 해 봅시다.

[출제 의도] 물체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자석에 붙는 부분과 붙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자석에 

붙는 부분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 2] 색깔과 크기가 같은 철 막대와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림이나 글로 나타내어 봅시다.

[출제 의도] 자석의 특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

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형 문항이다.

[해답] 막대 자석의 극은 양쪽 끝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는 잘 붙지 않는다. 따라서 (가) 막대가 자석이고, 

(나) 막대가 철이다.

[보충 설명]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양 끝인 극 

부분이 가장 세며 가운데 부분에는 물체가 거의 붙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자석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생활에서 자석이 활용되는 예에 사실적 근거를 두고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글쓰기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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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과 물체’에서는 자석이 철로 만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특히 막대 자석의 양 끝 부분

이 힘이 세고 자석에 클립이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을 자석의 극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다.

-  ‘자석과 자석’에서는 자석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2개의 극이 있고 자석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

키며, 자석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부분을 N극, 남쪽을 가리키는 부분을 S극이라고 한다는 것과 이러

한 성질을 이용하여 나침반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음을 배웠다. 또 같은 극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자석과 생활’에서는 자기력과 인력, 척력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자석의 성

질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보면서 자석의 성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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