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주제 5.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움직인 거리 표시하기

개념 역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

다.

과정 역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기록한 자료를 보고 속력을 예

상할 수 있다.

학습목표

42쪽

6/7 차시

29�30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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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가 남긴 자국으

로 속력 추리하기

�운동하는 물체가 남긴 자국으로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 필

요한 조건 이야기하기

2.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토의하고,

위치를 표시하기

3. 운동 해석하기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이동한 거리로 운동을 설명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속력이 빠른 경우에는 남긴 발자국 사이의 간격이 넓고, 느린 경
우에는 그 간격이 좁다. 

콩주머니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속력이 빠르고, 간격이 좁으면 속
력이 느리다. 사진에서 자전거가 킥보드보다 빠르다. 

빨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속력이 빠르고, 그 간격이 좁으면 속
력이 느리다. 맨 위쪽에 있는 장난감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두
번째 장난감은 처음엔 세 번째 장난감보다 속력이 빠르지만, 나
중엔 더 느려졌다. 

인형 사이의 간격이 넓게 찍힌 위쪽 사진에 있는 인형의 속력이
아래쪽보다 속력이 빠르다. 일정한 시간마다 찍은 물체 사이의
간격은 속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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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계(1개/모둠)

실물 화상기 또는 제공된 CD로 확 한 교과서 그림

1. 다음 그림에서 속력이 빠른 경우는 어

느 것이고, 두 경우에 지면에 남은 발자

국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장난감(1개/모둠)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정한다.

플라스틱 자(1m 1개/모둠)

빨 조각(1묶음/모둠)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남긴 발자국을 보고 속력을 추리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한다. 천천히 걸어

가면서 발자국 사이의 간격을 벌어지게 하거

나 좁은 간격으로 빨리 뛰어가는 예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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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2. 다음 사진은 1초마다 떨어뜨린 콩주머

니의 위치를 보여준다. 자전거와 킥보드

중에서 어느 것의 속력이 더 빠른지 이

야기해 보자.

3.“일, 이, 삼…, 구, 십”까지 세는 데 몇

초가 걸릴지 예상해 보고, 실제로 10까

지 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자.

4.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

기해 보자.

5. 모둠별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장난감

이 움직인 거리를 표시해 보자.

숫자를 세거나 일정한 말을 하면서, 또는 초

시계로 일정한 시간마다 알려주면서 물체의

위치를 빨 나 콩주머니 등으로 표시한다. 또

는 운동하는 물체에 붙인 종이 테이프에 일

정한 시간마다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10까지 세는 것을 5번 반복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해 보도록 한다. 10까지 세

는 데 략 1.4초 정도 걸린다.

사진에서 콩주머니 사이의 간격이 왜

속력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하고, 두 물

체의 속력을 략적으로 비교해 보도

록 한다.

10초까지 세는 데
몇 초가 걸릴까?

일정한 시간 간격
마다 빨 조각을
장난감이 있던 위
치에 놓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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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진에서 1초마다 놓은 빨 조각

을 보고 장난감의 속력을 비교해 보자. 

6. 빨 조각 사이의 간격을 살펴보고 장

난감의 속력에 해 이야기해 보자.

8. 다음 사진은 인형극 놀이에서 인형의

움직임을 0.1초마다 찍은 사진이다. 두

경우 인형의 속력을 비교해 보자.

세 장난감의 속력을 서로 비교하고,

이동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빨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므로, 물체의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두 사진을 살펴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을 이야기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촬

시간, 그 동안 인형이 이동한 거리, 인

형의 속력 등에 해서 말하게 한다.

빨 조각 사이의 간격은 그 시

간 간격에서 장난감의 속력을

나타낸다.

가는 방향 가는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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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시간마다 표시한 물체의 위치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은 그 시간 구간에서 물체의 속

력을 나타낸다.

2.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빨 조각으로

위치를 표시했을 때, 두 빨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속력이 빨라진 것을,

간격이 좁아지면 속력이 느려진 것을

나타낸다.

3. 두 빨 사이의 시간 간격과 거리를 알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 

wjD  fl

1. 1초마다 장난감이 움직인 위치를 사진과 같이 빨 조각으로 표시해 놓았다. 이 장난감은

얼마의 속력으로 운동했는가?

2. 오른쪽 그림은 0.1초마다 콩주머니

를 떨어뜨려 킥보드가 움직인 위치

를 표시한 것이다. 이 킥보드의 속력

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vuD  rk

1. 18c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다.

2. 두 콩주머니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점점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가는 방향

90cm80706050403020100

운동 방향�

운동 방향

1m

빨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므로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나타낸다.  



시간기록계(recording timer)

시간 기록계는 물체가 운동한 시간이나 속력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계 장치이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쇠붙이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진동하며 기록타

이머의 먹지 밑을 통과하는 종이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는 장치이다. 종이에 찍힌

점과 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종이에 찍힌 점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움직인 거

리를 표시한 것이 된다. 이 점의 수에다 간격 당 시간을 곱하면 운동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

다. 이때 점 사이의 거리로 속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1. 속력이 일정한 운동

시간기록계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이 찍히므로 점의 간격을 단위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단위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똑같으므로 시간기록계가 찍은 점도

같은 길이마다 점을 찍게 된다.

2.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위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커진다.

따라서 나중 운동이 거리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종이테이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빨리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rosuA got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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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테이프의 운동 방향

종이 테이프의 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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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력이 일정한 두 운동의 비교

시간기록계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 아래 그림의

‘가’와‘나’를 비교하면 같은 시간에‘나’가 더 많이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1초에 한

번씩 점이 찍혔다면‘가’가 10초 걸릴 거리를‘나’는 6초에 갈 수 있다. 따라서‘가’보다는

‘나’가 속력이 빠르다.

종이 테이프의 운동 방향

(가)

(나)

실험용실험용 수레수레실험용 수레
시간시간 기록계기록계시간 기록계

종이종이 테이프테이프종이 테이프

<시간 기록계>



민호의 발자국

민호는 눈이 온 새벽에 학교 운동장에 갔다. 하얀 눈 위에 민호의 발자국이 찍혔다. 민호는 뛰

기도 하고, 큰 걸음으로 걷기도 하고, 평소와 같이 걷기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때 가장 속도가

빠른지 계산해 보기로 했다. 민호가 운동장을 지나간 발자국이다. 아래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각 구간의 속력을 구해보자.

2.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인가? (       )

3. 발자국이 만든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                                                                  )

4. 이 실험 결과에서 발자국만으로 속력을 비교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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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A

B

C

거리

4m

5m

3m

이동 시간

3초

6초

3초

이동 방법

뛰기

가장 큰 보폭으로 걷기

걷기

구간

A

B

C

속력 구하기 식 빠른 순서

A B C

※ 정답은 65쪽을 참고하세요.



다중섬광사진은 네온이나 크세논 방전관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에 같은 시간 간격으로

빛을 비추어서 찍은 연속 사진이다. 

예를 들어, 0.1초 간격으로 밝은 빛을 비추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노출시간 0.5초로 촬 하

면 한 장의 사진에 같은 물체가 5곳에서 나타난다. 이 때 두개의 상이 찍힌 시간 간격은 0.1

초이므로, 두 상 사이의 거리를 재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릴 때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                                                                  )

toDghkFrhk  rhkgkR

다중 섬광 사진(스트로보 사진)

63보조 자료

아래로 떨어지는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정답



다중 섬광 사진

다중 섬광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여러 자료를 보고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하

여 보자.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과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을 구별하여 보자. 

gkRtoD  ghkFehD

반 번 이름

64 주제 5.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움직인 거리 표시하기

� �

�

�

�

�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 정답은 65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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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1, 4, 6

2, 3, 5

�

에스컬레이터

속력의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에 움

직인 거리가 같기 때문이다. 

�

진동하는추

진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간격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아,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간격이 다시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중심을 지나면서 점점 느려져서 양 끝에서 속력

이 0이 된다.

�

위로던진야구공

위로 던진 공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다가 꼭 기

에서는 속력이 0이 되고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

회전하는추

속력의 변화는 없고 방향만 바뀌는 원운동이다.

�

떨어지는공

아래로 곧게 떨어지나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나

아래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

인형극속의인형

인형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속력을 바꿀

수 있는데 그림은 속력의 변화가 없게 움직 다.

(62쪽)

1. 각 구간의 속력을 구해보자.

2.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인가? (A)

3. 발자국이 만든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빠른가? (아니다. 왜냐하면, 발자국의 간격이 넓어

도 천천히 움직인 것일 수 있다.)

4. 이 실험 결과에서 발자국만으로 속력을 비교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교하려는 구간에서 발자국 간격의 시간이 같은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정답

(65쪽)정답

구간

A

B

C

속력

1.33m/s

0.83m/s

1m/s

구하기 식

4÷3=1.33

5÷6=0.83

3÷3=1

빠른 순서

1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