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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움직이는 물체가 멈추기 위해 필요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

해한다.  

과정 역 ●`속력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행동을 추리할 수 있다.

학습목표

43�44쪽

7/7 차시

31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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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 기구의 속력과

정지 거리 재기

�놀이 기구의 속력과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기

2. 안전 거리에 해 토

의하기
�운동하는 물체의 안전 거리에 해 토의하기

3. 교통 안전과 빠르기 �교통 안전과 도로에서 안전한 행동을 알기

gkRtmQ 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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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자동차가 신호를 보고 멈추는 정

지 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이동

한 공주 거리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출

때까지 이동한 제동 거리를 합한 거리이

다. 자동차의 안전 거리는 최소한 정지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 놀이 기구의 속력과 놀이 기구가 멈추는

데까지 이동한 거리

놀이 기구 속력
멈추는 데까지

이동한 거리

자전거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3.7m/s

4.0m/s

3.4m/s

2.6m/s

7.1m

11.6m

3.3m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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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계(1개/모둠) 줄자(50m 1개/모둠)

선 긋는 기구(1개/모둠)놀이기구와 보호 장비(1개/

모둠)

모둠별로 자전거, 킥보드,

인라이스케이트, 스케이트보

드 등에서 하나를 정하도록

한다.

실물 화상기 또는 제공된 CD로 확 한 교과서 그림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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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움직이는 놀이 기구(예를 들어,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보자.

2. 모둠별로 놀이 기구의 속력과 멈출 때

까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토

의하고, 운동장에 나가 놀이 기구의 속

력과 멈출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보자. 

시간 측정, 이동 거리 측정, 기록, 놀이 기구

타기 등의 역할을 정한다.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은 출발 신호와 멈춤 신호를 한다. 놀이

기구를 타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 장치를 하

도록 지도한다. 놀이 기구의 속력이 빠른 경

우와 느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되풀이해서

측정하게 한다.

자전거는 핸드 브레이크를, 킥보드는

핸드 브레이크를 잡거나 뒷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오

른쪽 신발 밑에 달린 브레이크를 땅에

어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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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3. 놀이 기구의 속력을 계산해 보고,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 커지면 어

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4. 다음 그림을 보고 차도에 떨어진 공을

주울 때 왜 사고가 나기 쉬운지 이야기

해 보자.

일반적으로 물체의 무게가 크고 속력

이 빠를수록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

가 더 길다.

자동차의 속력은 사람보다 빠르다. 또한 자

동차가 멈추려면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

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레이

크를 밟고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멈출 수가 없다.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를 잰다.

20m를 지날
때 멈추도록

한다.

20m를 가는 데 걸린
시간을 잰다. 

50m 출발선

속력이 커지면
정지하는 데 필
요한 거리는...

차가 오기 전에
공을 얼른 주울
수 있을까?

운전자는 공을
보고 왜 금방 차
를 멈출 수 없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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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도로, 외곽 도로,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는 각각 1초 동안에 몇 m나 이동

하는지 계산해 보자.

6. 자동차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앞 차 사

이와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

기해 보자.

7.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사고

의 위험이 많다. 따라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지 이야기해 보자.

km/h의 속력을 3.6으로 나누면 m/s

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자동차의 속

력이 60km/h, 80km/h, 100km/h

일 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각각

17m, 22m, 28m가 된다. 따라서 자

동차는 초속 5m인 사람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자동차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앞 차 사

이와의 간격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앞에 있는 차와 추돌하지 않기 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려면 자동차의 속

력을 줄이거나 간격을 넓혀야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기 위해, 자동 사진기나 스피드

건으로 과속을 단속하거나, 도로 및 교통 표지판 위에 주행 속력

을 표시하고, 안전 거리 확인판 등을 도로에 세운다.

이 표지판은 일반 도로에서는 60km/h의

속력으로, 외곽 도로에서는 80km/h의

속력으로, 고속 도로에서는 100km/h의

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도로 외곽 도로 고속 도로

앞에 있는 차와
추돌하지 않기 위
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려면



71실험 매뉴얼

1.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속력이 빠를수록 길어진다.

2.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과속하지 않고 안전 거리를 충분하게 유

지해야 한다.

3. 놀이 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보도에서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wjD  fl

1.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0.7초가 걸린다. 그 동안 이 자동차는 몇 m나 이동하겠는가?

2. 빗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 빗길에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안전 거리는 몇 m가 될지 예상해 보자. (단, 마른 날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정지 거리는 100m이다.)

3. 놀이 기구는 반드시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타야 한다. 그 이유를 속력과 관련지어 설명

해 보자.

vuD  rk

1. 19.6m(약 20m－공주 거리를 나타낸다)

2. 180m (= 20m + 2 × 80m：시속 100km에서 정지 거리는 100m 이고, 따라

서 제동 거리는 80m가 된다.)

3. 자동차는 도로에서 최소한 1초에 20m 이상을 이동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곧

바로 멈추지 않고 보통 30m 이상 리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

사람의 반
응 시간은
보통 0.7초
나 된다고?



도로에서의 차의 속력은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다. 집이나 학교 앞 도로라 하여

도 차는 1초에 10m이상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 따라서 차가 멀리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

고 도로를 건너거나 물건을 잡으러 도로로 달려가면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차 안의 운전자

가 도로에 있는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위의 과 표를 보고 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를 써 보자.

toDghkFrhk  rhkgkR

도로에서의 차의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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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집, 학교 앞 도로

시 외곽 도로

고속도로

거리

60km/시

80km/시

100km/시

초속

17m/초

22m/초

28m/초

달리기(6m/s)와 비교

약 2.8배

약 3.6배

약 4.6배

<집, 학교 앞 도로> <시 외곽 도로> <고속 도로>



73보조 자료

자동차의 정지 거리

운전자가 장애물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데, 이 거리를 정지 거리라 한다.

정지 거리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를 합한 것으로, 공주 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

아야 함을 감지하고 실제로 동작을 일으킬 때까지의“반응 시간”, 발을 떼어 브레이크 페달

로 옮기는“옮겨 밟는 시간”, 페달을 밟는 데 걸리는“밟는 시간”을 합한 시간에 차가 움직이

는 거리이고, 제동 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이다.

운전을 할 때에는 정지 거리보다 길게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가 오면 차도가

젖어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진다.

안전 벨트를 매는 이유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두 안전 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으

며 뒷자석에 앉은 사람도 안전 벨트를 매는 것이 좋다. 안전 벨트를 매면 차가 충돌했을 때,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충돌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관성 때문에 계속 7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며 차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5층

정도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닿는 속력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안전 벨트를 매

면 속력이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안전 벨트를 맸을 때>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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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 것이 멈출 때까지의 거리

탈 것의 종류

자전거

움직이는 방법

약간 앞으로 면

서 발을 구른다.

멈추는 방법

브레이크를 잡으

며 발로 땅을 짚

는다.

속력

빠름

중간

느림

멈출 때까지의

거리

m

m

m

퀵보드

빠름

중간

느림

m

m

m

롤러 브레이드

빠름

중간

느림

m

m

m

빠름

중간

느림

m

m

m

�위의 표를 만들면서 알게 된 점

탈 것을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멈추면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멈출 때

보다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길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도착 지점에서보다

먼 곳부터 속력을 줄여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어린이 교통 사고

어린이 교통 사고는 체로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에 주로 집 부근에서 발생하며, 또한 보

행자 사고가 부분이고 성인에 비하여 치사율도 단히 높다. 어린이가 당하기 쉬운 교통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 들기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약 70%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기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2. 도로 횡단 중의 부주의

어린이는 몸이 작기 때문에 주차 또는 정차한 차의 바로 앞 ∙뒤에 서거나 걸으면 운전자

는 어린이를 볼 수 없어 단히 위험하다.

3.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

어린이들이 길거리나 주차한 차량 가까이서 놀다가 노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면 달려오는

자동차에 뛰어 들기도 하고, 갑자기 다가오는 차에 당황하여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뒤나 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차

를 후진하거나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4. 자전거 사고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거나 골목길에서 일단 멈추지 않고 그 로 넓은 길로 달려 나오

다가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5. 차 내 안전 사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급정지 할 경우에는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차

내부와 부딪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차 안에서 장난하

거나, 머리나 손을 창 밖으로 내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혹 운행 중에 차문을 여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 장치의 확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ckArh w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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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을 위한 노력

1. 교통 표지판

2. 과속 단속

<최고 속도 제한> <최저 속도 제한> <안전 거리 확보>

<교통 경찰의 과속 단속> <스피드 건> <무인 속도 측정기>

3. 차 속의 안전 장치

<안전 벨트> <어린이 카 시트> <에어백>

예방법

육교, 지하도나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로 건넌다.

예방할 수 있는 이유

차는 1초에 20m 정도를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상당한

거리를 리므로 보행자가 안전한 곳으로 건너야 한다.

서 있는 차의 뒤나 차 사이에서 놀지 않는다. 특히 차 뒤에

앉아서 놀지 않는다.

어린이는 특히 작아서 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차 뒤나

차 사이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 주변에서 공놀이 등을 하며 놀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공을 놓치면 차가 오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공

을 줍기 위해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안전 벨트를 착용한다. 안전 벨트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퀵보드 등의 탈 것은 정해진 길에

서만 타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탄다.

차가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게 탈 것을 타고 놀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게보호장구를착용하면큰사고를예방할수있다.

(77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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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방법이 어떤

이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반 번 이름

교통사고 예방

77보조 자료

<육교> <안전모><신호등>

※ 정답은 76쪽을 참고하세요.



총괄평가

1. 다음 설명을 읽고 맞는 설명은 �, 잘못

된 설명은 ×표를 하시오. 

( ) ①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

하면 지면에 서있는 사람이나 달

리는 기차 속의 사람이나 관계없

이 똑같다.

( ) ②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와 시

간을 알아야 한다.

( ) ③ 자동차의 속력이 60km/h라는

것은 자동차가 1시간 동안 60km

를 이동한다는 뜻이다.

( ) ④ 속력이 72km/h인 자동차는 속

력이 20m/s인 자동차보다 더 빠

르다.

3. 초속 17m인 독수리와 시속 54km인 토

끼는 어느 것이 더 빠른지 설명해 보시

오.

2. 초시계로 물체의 속력을 측정할 때 일정

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

법보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시간을 측

정하는 방법이 보통 더 좋은 이유를 설명

하시오.

4. 한결이와 보람이는 각각 자동차로 서울에

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한결이는 서울에

서 중간 지점까지는 시속 100km로, 중

간 지점에서 부산까지는 시속 80km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람이는 서울

에서 부산까지 전부 시속 90km로 운전

을 했습니다. 

(1) 누가 부산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① 한결이가 먼저 도착한다.

② 보람이가 먼저 도착한다.

③ 둘이 똑같이 도착한다.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 다음 사진은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0.1초마다 찍은 사진입니다.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6. 100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신호를 보고 100m를 이동해야 멈출 수

있다고 한다.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브레

이크를 밟을 때까지 0.7초가 걸린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자동차는 몇 m

나 이동하겠는가?

78 총괄 평가

반 번 이름



7. 위 그래프의 세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       )

① 도마뱀 ② 펭귄

③ 다람쥐

④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펭귄의 속력을 m/s로 나타내시오.

9. 다람쥐의 속력을 km/h로 나타내시오.

10. 처음 1시간 30분 동안 이 자동차가 이

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11. 1시간 30분에서 3시간 54분 사이에 이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12. 이 240km를 시속 65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위 자동차보다 약 몇 분

정도 빨리 또는 늦게 도착할까?

79총괄 평가

✎ 다음 그래프는 세 동물의 속력을 나

타낸 것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

오.

✎ 다음 그래프는 자동차로 3시간 54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표

시한 것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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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퍼즐

[가로 열쇠]

1. 날아다니는 이것의 속력은 보통 800km/h

이다.

3. 철로를 통해 이동하는 이것의 속력은 보통

120km/h이다.

4. 땅 속을 다니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6. 거울 3개로 만든 장난감을 말한다.

7. 물체가 움직이는지 관찰하려면 먼저 이것을

정해야 한다.

8. m/s로 나타낸 빠르기를 말한다.

11.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12.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이것의 속력은

1200km/h이다.

13. 도로 상에서 자동차는 늘 이것에 주의해야

한다.

15. 신호를 보고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

까지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세로 열쇠]

2.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에서 이것은 속

력을 나타낸다.

5. 혼자서 수 4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km를 완주해야 하는 경기를 말한다.

9.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10. 물체의 속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과

이것을 알아야 한다.

14. 주행 중인 두 자동차가 서로 떨어져 있어

야 할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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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 ② �, ③ �, ④ ×

2.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재는 것이 어떤 시간에 있었

던 위치를 정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3. 초속 17m인 독수리의 속력은 시속 61.2km(＝17×3.6)와 같으므로, 시속 54km인 토끼

보다 빠르다.

4. (1) ②, (2) 800km를 가는 경우 한결이는 9시간 걸리고, 보람이는 8.9시간 정도 걸리므

로

5. 간격이 점점 작아지므로 자동차의 속력은 점점 느려지고 있다.

6. 80m

풀이) 0.7초 동안 이동한 거리� 28(m/s)×0.7(s)�20(m)

제동 거리�100－20＝80(m)

7. ①,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크므로

8. 3.5m/s, 2시간 동안 7m를 이동하므로

9. 7.2km/h, 5초 동안 10m를 이동하므로 2m/s＝7.2km/h

10. 120km

11. 50km/h, 그래프에서 1시간 동안 50km를 이동하므로

12. 약 12분, 시속 65km의 그래프를 그려 넣으면 240km에 위의 자동차보다 0.2시간 정도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정답

총괄평가

퍼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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