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주제 2. 장난감 경주 해 보기

개념 역 ●`빠르기를 측정할 때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경우와 거리를 일

정하게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다.

과정 역 ●`시간 또는 거리를 일정하게 하여 빠르기를 재고, 물체의 빠르

기를 비교할 수 있다.

학습목표

36�37쪽

2/7 차시

26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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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기를 알 수 있는

방법 찾기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재기 또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재기

2. 장난감 경주하기 �모둠별 항 장난감 경주 회(2m, 5m)를 하기

3. 빠르기를 비교하기
�모든 장난감이 이동한 시간이나 거리 중 하나를 똑같게

고쳐서 빠르기를 비교하기

gkRtmQ rody

장난감이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잰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 장난감을 찾거나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장난감을 찾는다. 빠른 장

난감 자동차는 보통 1초 동안 2m 정도를

이동한다.

이동 시간을 비교하는 방법：달리기 경주

회(체육 시간), 운송 수단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속력을 일반

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시간 기록계, 다중

섬광 사진(과학 실험), 자동차 속력계

▷ 여러 가지 장난감의 빠르기 예

장난감

이름

움직인

거리
걸린 시간

빠르기

순서

장난감 1

장난감 2

장난감 3

장난감 4

2m

2m

5m

5m

10초

7초

20초

15초

4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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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자동차

실패나 필름 통을 이용하

여 만든 고무줄 자동차를

미리 준비한다.

(5－2 에너지 단원 실험

관찰 64쪽 참고)

전자 초시계(1개/모둠)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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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줄 자동차의 고무줄을 감아서 놓으

면 5초 동안에 얼마나 이동할지 예상해

보자.

2. 고무줄 자동차가 5초 동안에 이동한 거

리를 재어 보자. 

5m용 줄자(1개/모둠)

장난감(2개/모둠)

모둠별로 태엽이나 전지

로 움직이는 로봇 인형과

자동차를 준비하게 한다.

종이 테이프와 가위

(각 1개/모둠)

(1) 출발 신호에 맞추어 고무줄 자동차를 놓

은 다음에 5초가 되면 연필로 이동한 거리

를 종이 테이프 위에 표시한다.

(2) 종이 테이프를 실물 화상기에 비추어 보

여주고, 눈금 간격의 까지 어림하여

거리를 측정하게 한다.

(3) 고무줄을 감는 횟수는 일정하게 하여 실

험하고, 관찰한 결과를 학생들의 예상과

비교하게 한다.

1
10

100

10cm 간격으로 표시된
종이 테이프를 붙인다.

고무줄 자동차의 막
끝을 출발선에 맞추어
놓는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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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무줄 자동차가 1m 이동하는 데 시간

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 보고,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3번 정도 측정하자.

4. 장난감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어

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둠별로 토의하

자.

5. 태엽을 사용하는 장난감을 모두 모아서

출발선에 놓고 2m 경주를 한다. 결승선

에 들어오는 장난감의 시간을 세 사람이

동시에 측정해 보자.

6. 이번에는 전지를 사용하는 장난감을 모

두 모아서 출발선에 놓고 5m 경주를 한

다. 결승선에 들어오는 장난감의 시간을

세 사람이 동시에 측정해 보자.

시간을 측정하는 학생은 미리 연속해서

시간을 재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해 보도

록 한다. 가장 빠른 장난감과 가장 느린

장난감이 2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게 한다.
2m 거리를 측정하여 종이 테이프로 출발

선과 결승선을 붙여 놓는다.

일반적으로 태엽이나 고무줄로 움직이

는 장난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이동 거

리가 일정하지 않는다.

가장 빠른 장난
감은 1초에 몇 m
씩 움직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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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경주에서 가장 빠른 장난감과 느린

장난감의 기록을 표로 작성하고, 토의를

통해 어떤 장난감이 빠른지 순서를 정해

보자.

8.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자.

모둠 장난감 이름 종류 움직인 거리(m)

태엽

태엽

전지

전지

2m

2m

5m

5m

걸린 시간(초) 빠르기
빠른

순서

▷ 10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비교하기

거리 비율 계산하기：10m(기준값)÷움직인 거리

10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계산하기：걸린 시간×거리 비율

∴ 10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걸린 시간×(10m÷움직인 거리)

이 때는 시간이 작게 걸릴수록 물체가 빠르게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

면 빠르기를 알 수 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기가 크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m 이동하는 데 걸린 시

간을 예상하게 하거나, 10초 동안 이

동한 거리를 추리하게 한다.

일정한 거리를
가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빠른 물체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
리를 비교하면
빠른 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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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재면 쉽게 알 수 있다.

2.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른 물체이다.

3.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물체이다.

wjD  fl

1. 물체의 빠르기를 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2. 같은 물체라도 이동한 거리가 달라질 때 측정한 물체의

속력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이동 거리와 시간을 알고 있을 때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vuD  rk

1. 물체가 계속 움직이므로 마지막 시각에 물체가 있던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가 어

렵다.

2. 물체의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이 비례하지만, 속력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원래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3.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초)으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5m 이동
할 때 10초가 걸렸는
데, 20m 이동하는 데
는 50초가 걸렸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27쪽)

직선이 아닌 거리를 구할 때에는 실로 잰 후 자로 재어보게 하는 방법과 줄자를 사용하는 방

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줄자로 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아이들이 알아보게 하고 실을 놓

아 그 길이를 재도록 지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속력

속력이란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시간에 한 거리의 변화율이다. 움직이는 물

체는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는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신호등이 빨간 불

로 바뀌어 정지하면 속력이 0이 된다. 자동차의 속력계가 나타내는 속력은 순간 속력이고,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평균 속력을 사용한다.

평균 속력＝

따라서 자동차로 10km의 거리를 10분에 갈 경우, 신호등에 서기도 하고, 조금 빨리 달리

기도 하면서 자동차의 속력계가 나타내는 순간 속력은 10km를 가는 동안 계속 바뀌게 된

다. 이 때 전체 거리를 전체 이동 시간으로 나눈 평균 속력은 1km/분이 된다.

이동한 거리

걸린 시간

rosuA got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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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철도>

10초 동안 간 거리

10.1cm

12.6cm

7.9cm

빠른 순서

2

1

3



자동차 경주

장난감 자동차들이 10초 동안 움직인 모습이다. 자동차들의 속력을 구해보자.

ehwjS  rhkwp

반 번 이름

27보조 자료

10초 동안 간 거리 빠른 순서

출발

※ 지도상의 유의점은 26쪽 내용을 참고하세요.



수레바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바퀴는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바퀴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줄여

물체를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고 하는 바퀴는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굴된 전차용 바퀴인

데 약 기원전 삼천년경의 것으로, 통나무를 둥 게 자른 원판바퀴라고 한다. 

중국의 수레바퀴：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갑골문에 수레‘거(�)’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 기원전 1,500년경 은나라 시 에 이미 수레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 

기원전 220년경의 진시황은 천하 통일과정에 숱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직접 전차를 타고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양의 수레바퀴：로마제국 전성기의 광 한 토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닦인 도

로와 기동성을 갖춘 전차부 에 있다. 이들 식민지 토에서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면, 잘 닦인 도로를 통해 지체 없이 전차부 를 급파하여 진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레바퀴：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삼국시 의

수레는 전투용으로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수단이나 화물의 운반 수단으

로 쓴 것도 아니며, 오로지 고위관료들이나 귀빈들을 위한 의전용 도구 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kArh w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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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전 2500년경 전투할 때 사용하 던 4륜 전차의 모습>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여 보자.

누가 더 빨리 뛸 수 있는가? 내가 친구보다 빨리 뛰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1. 50m 달리기를 하여 보자. 누가 더 빠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10초 동안 달리기를 하여 보자. 누가 더 빠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gkRtoD  ghkFehD

반 번 이름

29보조 자료

50m의 이동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다.

친구 이름 50m를 달릴 때 걸린 시간(초) 빠른 순서

10초 동안의 시간 안에 이동 거리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다.

친구 이름 10초 동안에 달린 거리(m) 빠른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