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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단원에서는 앞의 두 중단원에서 학습하였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 길이의 관계, 수평 잡

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간이 저울을 만들어 보고, 만든 저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 활동을 한다. 도입 사진은 본격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

게 직접 저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저울 만들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양팔 저울 사진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만든 것일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문제점은 없을까?’ ‘이와 비슷한 저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등의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저울의 원리와 사용법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첫 차시 활동인 여러 가지 저울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저울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간이 저울이나 기존의 저울을 보고 어떻게 만든 것인지 추리해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울 만들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대저울: 한 개의 추만 사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 재기3

중단원 도입부 

핵심 질문

학습 용어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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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용 저울과 몸무게용 저울

아래 사진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용 저울과 몸무게용 저울이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도구나 가전제품 등은 특정한 쓰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다. 하지만 동시에 사

용에 편리하고 겉모양도 보기에 좋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부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

로 개발된다.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도구나 가전제품들의 경우, 내부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 작동 

원리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가정용 저울과 몸무게용 저울 중 바늘이 움직이면서 무게를 가리키는 아날로그 형식은 대부분 

그 속에 용수철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용수철이 사용되고 있을까?

가정용 저울 몸무게용 저울

몸무게용 저울의 내부 모습

손으로 누르기 전의 용수철 모습 손으로 눌러 용수철이 늘어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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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울의 내부 모습

손으로 누르기 전의 용수철 모습 손으로 눌러 용수철이 늘어난 모습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은 힘을 받아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모양대로 줄어드는 용수철’

이 들어 있다. 흔히 두 종류의 저울이 모두 무게에 의해 위에서 눌리는 힘을 받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용수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울은 한 번 분해하면 원래대로 조립해도 본래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값비싼 저울을 학생들에게 직접 분해하게 하는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만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분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에게 직접 분해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저울의 원리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분해 활동은 학생들

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분해 활

동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전제품

의 분해 등과 같이 위험이 따르는 경우에는 분해 활동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성인의 감독하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교 과 서_  42~45 쪽
  실험 관찰_  13 쪽

8
차 시

11
여러 가지 종류의 저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여러 가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

2. 여러 가지 저울의 사용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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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가지 저울 알아보기

대저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재어 본다.

여러 가지 저울의 겉모습과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작동 

원리와 쓰임새를 알아본다.

2 대저울로 무게 재기

수업의 흐름

 모둠별: 대저울, 여러 가지 물체, 여러 가지 저울(혹은 저울의 사진), 여러 가지 저울의 내부  

 모습 사진

 ▲⃝ 유의점

 * 저울의 내부 모습은 학생들이 직접 분해하면서 알아보는 것이 좀 더 흥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분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 

  하도록 한다.

 * 대저울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교사 스스로 대저울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도록 한다.

준비물

     | 수업을 위한 동기 유발 |

 ■ 가정용 저울을 보여 주면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물어 본다.

  - 용수철이 들어 있다.

  - 눌렸다가 돌아오는 용수철이 들어 있다.

 ■ 실제 모습을 관찰하면서 저울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 것이라고 차시 내용을 안내한다.

학습 내용 및
활동

 

 ❶ 수평 잡기를 이용한 저울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 양팔 저울에 대해 알아본다.

  •가운데 받침점을 중심으로 양쪽 팔에 접시가 매달려 있다.

  •한쪽 접시에는 물체를, 다른 쪽 접시에는 추를 올려놓아 

  수평을 잡은 후 물체의 무게를 잰다. 

1 여러 가지 저울 알아보기

 ❷ 대저울에 대해 알아본다.

 - 접시(혹은 고리)가 하나밖에 없다.

 - 막대에 눈금이 매겨져 있고, 한 개의 추를 옮겨 가면서 

  무게를 잰다.

 - 받침점에 매달려 있는 줄을 손으로 잡는다(무거운 물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시킬 수도 있다.).

 - 접시(혹은 고리)에 물체를 올려놓은 후, 다른 쪽에 있는 

  추를 옮겨 가면서 수평을 잡는다.

 - 수평이 되었을 때의 추의 무게와 막대의 눈금을 따져서 

         물체의 무게를 잰다.

 - 대저울에는 위아래에 받침점으로 사용하는 고리가 두 개 있다. 

         재고자 하는 물체가 무거워서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접시 쪽에 가까운 받침점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물체의 무게도 잴 수 있다.

❸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에 대해 알아본다.

 - 몸무게를 재는 저울에 대해 알아본다.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잰다.

  •저울 속에 짧고 굵은 용수철이 들어 있다.

  •저울 속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용수철이 들어 있다.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바늘을 돌린다. 

 - 가정용 저울에 대해 알아본다.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아 무게를 잰다.

  •저울 속에 길고 굵은 용수철이 들어 있다.

  •저울 속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용수철이 들어 있다.

  •용수철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길이에 따라 바늘이 돌아간다.

 

가정용 저울의 겉모양 가정용 저울의 속 모양

몸무게를 재는 저울의 겉모양 몸무게를 재는 저울의 속 모양

양팔 저울

추

받침점

물체를 올려놓는 
접시

대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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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대저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재어 본다.

 - 한쪽에 물체를 매단다.

 - 추를 옮겨 가며 수평을 잡은 후 눈금을 읽는다.

     ❷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과 비교하였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본다. 

 - 윗접시 저울로 재기에 무거운 물체도 무게를 쉽게 잴 수 있다.

 - 여러 개의 분동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두 물체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기에는 양팔 저울보다 

  불편하다.

2 대저울로 무게 재기

다음 중 대저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④   )

① 한 개의 추(분동)를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다.

② 받침점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물체를, 다른 한쪽에는 추를 매단다.

③ 추를 움직여 수평을 잡은 후 추가 가리키는 곳의 눈금과 추의 무게를 

 따져서 무게를 잰다.

④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 대저울은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이다. )

1
평가 문항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아기의 몸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무거운 자동차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무거운 철근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❹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른 저울들에 대해 알아본다.

 -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 무거운 철근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 아기의 몸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 무거운 자동차의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전자저울에는 수평 잡기나 용수철 등의 기계적인 원

리로 잰 물체의 무게를 보기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무게를 숫자로 나타나는 저울과 무게

를 측정하는 단계부터 전기적인 원리로 작동되는 저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수평 잡기를 이용한 저울에 자

석과 코일을 설치한 후,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수평이 

되게 하였을 때 필요한 전류의 양을 측정하여 이를 숫

자로 바꿔 주는 전자저울이 있다. 또, 물체에 힘이 가

해져 모양이 변하게 되면 변하는 정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져, 흐르는 전류의 양도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

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로드셀(Load cell) 방식의 

전자저울도 있다. 무게를 표시하는 데에도 단순히 숫

자로 무게를 표시해 주는 전자저울뿐만 아니라 마이크

로 컴퓨터 등을 장착하여 빈 접시의 무게를 자동으로 

빼 주는 전자저울, 시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

럼 무게에 따른 가격을 표시해 주거나 출력까지 해 주

는 전자저울도 있다.

 저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

된다. 기원전 5,000년경의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서도 

천칭과 비슷한 저울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초기의 저

울은 주로 막대의 중앙을 끈으로 매달고 양쪽에 물체

와 분동을 매달아 무게를 재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저울은 재고자 하는 물

체의 무게와 동일한 무게의 분동이 필요하고, 지지대

가 양쪽의 무게, 즉 물체 무게의 두 배를 견뎌 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대저울이 개발되었다. 

  대저울은, 쉽게 말하면, 지레에 눈금을 매긴 저울이

다. 저울대(막대)의 한 점, 즉 받침점에 해당하는 곳에 

끈을 매달고 저울대의 한쪽 끝에 물체를 매단 후, 다

른 쪽에 매단 추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수평을 잡아 

물체의 무게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재고

자 하는 물체의 무게보다 가벼운 분동을 사용해도 무

게를 잴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

리에 접시나 고리를 매단 저울이라면 1kg의 물체를 재

기 위해서 1kg의 분동이 필요하지만, 대저울의 경우

에는 ‘받침점과 물체와의 거리’대 ‘받침점과 분동의 거

리’ 비를 1:10으로 한다면, 100g의 분동만으로도 1kg

의 무게를 잴 수 있다. 대저울은 이렇게 받침점으로부

터 물체와 분동까지의 거리 비를 고려하여 눈금을 매

긴 저울이다. 대부분의 대

저울은 두 개의 다른 점을 

받침점으로 사용할 수 있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에 

따라 무게를 재는 눈금이 

다르다.

전자저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

대저울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요?2

155 1. 무게 재기

자료실

대저울

여러 가지 전자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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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서_  46~47 쪽
  실험 관찰_   14~16쪽

9~10
차 시
11

나만의 저울을 만들어 봅시다

1. 저울의 원리를 응용하여 간이 저울을 만들 수 있다.

2. 간이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다.

 | 학습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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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자, 실, 추, 가는 철사, 테이프, 컵, 용수철, 나무 막대, 모둠별 혹은 각자 생각한 재료
 

 ▲⃝ 유의점

 * 교과서에 제시된 간이 저울 이외에도 창의적으로 저울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개인별로 만들기는 개인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모둠별로 만들기는 서로 협력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학습 활동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 자신이 만든 저울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기준 물체로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추를 사용하거나 기준 물체의 무게를 재어 놓으면 간이 저 

  울로도 100g, 150g과 같이 비교적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다. 

 | 수업을 위한 동기 유발 |

 ■ 저울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본다.

 - 손으로 잰다.  - 저울을 직접 만든다.
 

 ■ 저울을 만들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게 한다.

 - 다른 저울들의 겉모습과 원리를 살펴본다. - 재료를 구한다.

 

 ❶ 여러 가지 저울의 겉모양과 속 모양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저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

         지 그림으로 나타내고 만드는 방법을 적어 보게 한다. 

1
간이 저울 제작 계획 
세우기

간이 저울을 만들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재어 본다.

여러 가지 저울의 원리를 응용하여 간이 저울을 

만들 계획을 세워 본다.

2 간이 저울을 만들어 
무게 재기

수업의 흐름

준비물

학습 내용 및
활동

1 간이 저울 제작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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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들고자	하는	저울의	이름을	짓고,	저울의	전체	모양,	부분	확대	모양	등을	그려	본다.	

	 -		전체적	또는	각	부분별	만드는	방법을	적어	본다.	지시선이나	말풍선	등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도	있다.	 

     ❷ 간이 저울 제작 계획을 세워 보게 한다.

 -	어떤	원리를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눈금을	매겨야	한다면	눈금은	어떻게	매길	것인지	생각해	본다.

	 -	기준	물체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물체를	기준	물체로	삼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

	 -	만든	저울이	무게를	잘	잴	수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❶ 자신이 계획한 간이 저울을 만들어 본다.

	 -	수평	잡기를	이용한	간이	저울을	만들어	본다.

	 -	자를	이용하여	양팔	저울	만들기

2 간이 저울을 만들어 무게 재기

1.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에 클립을 붙

입니다.

2. 접시의 네 귀퉁이에 실을 매답니다. 3.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지 않으면 고

무찰흙을 붙여 수평이 되게 합니다. 

<대저울 만들기>

준비물:	50~60cm의	나무	막대,	스탠드,	500mL	우유

갑,	실,	200g	추	6개,	굵은	에나멜선	또는	가는	철사,	펜

치,	니퍼,	유성	펜,	여러	가지	물체

실험하기:	1.	저울	막대의	한쪽	끝에서	1.5cm되는	곳과	

10cm되는	곳에	에나멜선으로	2개의	고리를	만들어	그림

과	같이	고정한다.

2.	저울	막대를	스탠드에	건다.

3.	우유갑과	실을	이용하여	천칭	접시를	만든다.

4.	저울	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천칭	접시를	저울	막대의		

				짧은	쪽	팔에	있는	고리에	건다.

5.	긴	팔	쪽에	고리를	만들어	추를	건다.

6.	저울을	잡지	않고	수평이	될	때까지	긴	팔을	따라서	추										

				를	움직인다.	수평이	되는	지점에	눈금	0을	표시한다.

7.	천칭	접시에	200g	추를	넣고	추를	움직여서	수평이	되

				는	지점을	찾아	눈금	1을	표시한다.	같은	방법으로	추의						

				수를	늘여가며	눈금	2,	3,	4도	표시한다.

8.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본다.

1

10 cm

1.5 cm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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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양팔	저울을	만들었는데,	물체를	매달지	않아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쓰시오.

(	고무찰흙이나	클립	등을	왼쪽	팔에	붙여	왼쪽의	무게를	더	나가게	해	준다.

받침점(회전축)을	오른쪽으로	조금	옮긴다.	등	)

간이	저울을	만든	후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기준	물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④			)

①	바둑알				②	클립				③	10원짜리	동전				④	가는	모래

1

2

평가 문항

 -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이	저울을	만들어	본다.

						-	용수철을	이용하여	간이	저울	만들기

1. 용수철에 실(또는 끈)을 답니다. 2. 실의 한쪽 끝에 접시(또는 고리)를 매답니다.

 

5.  용수철의 한쪽 끝을 클립이나 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투명한 통에 고정시킵니다.

6.   기준 물체를 이용하여 눈금을 매긴 후 물체의 무게

를 잽니다.



3. 투명한 통에 흰색 테이프를 붙입니다. 4. 투명한 통에 용수철을 집어 넣습니다.

 



기준 물체로는 어떤 것이 좋은가요?

	 용수철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잴	때는	

분동을	사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이러한	

물체들은	무게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기준	물체

라고	할	수	있다.	무게를	알고	있는	추가	없는	경우

에도	적당한	기준	물체를	정하여	무게를	나타내어	

주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단,	기준	물체로	사용할	물체는	몇	가지	조건을	고

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첫째,	각각의	기준	물체는	무게가	일정해야	한다.	

즉,	여러	크기의	돌멩이와	같은	것은	돌멩이	하나,	

돌멩이	둘과	같은	방식으로	무게를	나타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둘째,	기준	물체	하나의	무게가	적당히	작아야	

한다.	무게가	일정하더라도,	10kg짜리	쇳덩어리

로는	신발이나	필통	같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낼	수	

없다.

		셋째,	크기도	적당히	작아야	한다.	접시에	하나

도	채	올려놓을	수	없다면,	기준	물체로	적합하

지	않다.

1

  교 과 서_48~49쪽

탐구활동
과

학이야기

 우리나라의 표준 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관한 자료이다. 학생들에게 

실제 과학연구기관을 소개함으로써 장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이 목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과 더불어, 질량 표준, 길이 표준, 시간 표준에 대한 것을 읽어 

봄으로써, 생활과 과학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직접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권하는 무게의 단위인 N(뉴턴)은 kg을 무게와 질량의 단위로 동시에 

사용한 이 단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

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도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과학 이야기에 나온 내용을 평

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과학과 진로, 첨단 과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서

과학 이야기 
활용 방법

160 161 1. 무게 재기

자료실

기준 물체로 적합한 물체의 예

기준 물체로 적합하지 않은 물체의 예



1. 무게 재기163162

 현재 국제 단위계의 7개 기본 단위 가운

데 길이, 시간, 전류, 온도, 광도의 표준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고정된 수를 기반

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험 기구에 

의해서도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질

량, 즉 1kg의 표준만은 아직도 인간이 만든 

물체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에 의하여 정의

되고, 또 이 원기에 의하여 보급되고 있다. 

1901년 제3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선포된 질량 표준의 정의에 의하면, “킬로

그램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킬로그램원기

의 질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다. 킬로그램 

국제 원기는 밀도가 약 21.5g/cm³인 백금 

90%와 이리듐 10% 합금으로 만들어진 직경

과 높이가 각각 39mm인 원기둥이다.

 길이의 표준인 1m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1m는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로 정의하

고, 국가 길이 표준기로서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를 이용하며 그 진공 파

장의 길이를 사용한다(1m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 진공 파장(a16 또는 f)의 

1579800.762배와 같다.).

 시간은 7가지의 기본 물리량, 즉 시간(초), 

길이(미터), 질량(킬로그램), 온도(캘빈), 전

류(암페어), 광도(칸델라), 물질량(몰) 중 하

나로서 다른 어떠한 물리량보다도 가장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간은 우리 인

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첨

단 산업 및 과학 기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측정 표준( 길이, 전압 등)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일컫는다.

 초기의 시간 표준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태양의 주기적인 운동을 기준으로 정의되었

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과 함께 태양을 중심

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며, 이 공전 궤도가 타

원이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일정치 않아 이

를 1년 간 평균한 평균 태양시(UT0)를 시간

의 표준으로 삼아 1956년까지 평균 태양일의 

1/86,400을 1초로 정의하여 사용해 왔다.

 그 후 천체나 지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시간 표준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된 원자시

계가 개발됨에 따라, 1967년 제13차 국제도

량형총회(CGPM)에서 시간의 기본 단위인 

‘초(second)’가 세슘-133(Cs133) 원자의 바

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이 

주파수를 기초로 새로이 정의되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http://www.kriss.

re.kr/] 누리집에서 참고한다.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표준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헬륨-네온 레이저

11
차 시
11

  교 과 서_   50~51쪽
 

  실험 관찰_   17~18쪽

마무리

 1.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임을 안다. 무게를 힘과 관련짓는 것은 용수철 저

울이나 수평 잡기를 이용한 저울의 원리를 알아보는 데 바탕이 된다.

 2.  저울이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

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안다.

 3.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용수철의 성질이나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함을 안다. 즉, 무거운 물체를 

매달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무게가 서로 같은 물체의 경우에는 받

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한쪽이 무거운 경우에는 받침점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더 무거운 물체를 

놓음으로써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게를 잴 수 있음을 안다.

되짚어 보기

심화 정보 1. 표준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