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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 ●`에너지를 전환하여 물체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여러 가지 경우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한다.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지 추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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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찾기

�건전지로 장난감 움직이기

�바람으로 바람개비 돌리기

�고무줄을 감아서 고무줄차 움직이기

2. 미끄럼틀을 탈 때 에

너지의 전환 알아보기

�화학 에너지 (음식물) 

→ 화학 에너지 (근육) 

→ 위치 에너지 (미끄럼틀을 올라감)

→ 운동 에너지 (미끄러져 내려옴)

3. 운동 에너지로 전환

하는 것에 하여 알

아보기

�위치 에너지 →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 운동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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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연료의 화학 에너지

→ 헬리콥터의 운동 에너지

�태양광 자동차：태양의 빛에너지

→ 태양 전지의 전기 에

너지

→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물레방아：물의 위치 에너지

→ 물레방아의 운동 에너지

�선풍기：전기 에너지

→ 선풍기의 운동 에너지



건전지로 움직이는 장난

감 (1개/모둠)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한다.

장난감 오토바이 (1개/모

둠)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한다.

합판 (폭40cm, 길이

1m, 1개/모둠)

경사면을 만드는데 사용

한다.

축구공 (1개/모둠)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한다.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1. 구슬치기에서 구슬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던져진 구슬이 다른 구슬을 쳐서 움직이

게 한다.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2. 고무줄총 쏘기에서 돌을 날아가게 한

것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서 돌을 날아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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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이 미끄럼틀을 미끄러져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삽화가 아래에 있다. 각 단

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토의하고 발표하자.

3. 물체에 직접 힘을 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

→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

우리 몸의 위치 에너지 → 우리 몸의 운동 에너지

경사면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 에너지

→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장난감 로봇

전지의 전기 에너지

→ 로봇의 운동 에너지

공차기

다리의 운동 에너지

→ 공의 운동 에너지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

→ 우리 몸의 위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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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리콥터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

너지로 변하 는지 토의해 보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

→ 헬리콥터의 운동 에너지

7. 물레방아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

너지로 변하 는지 토의해 보자.

높이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

→ 물레방아의 운동 에너지

6. 태양광 자동차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운

동 에너지로 변하 는지 토의해 보자.

태양의 빛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의해 전

기 에너지로 변하고, 다시 태양광 자동차

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8. 선풍기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너

지로 변하는지 토의해 보자.

전기 에너지

→ 선풍기의 운동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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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석 에너지, 다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에너지 등은 쉽게 다른 물체의 운

동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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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직접 힘을 가하지 않고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2. 우리 주위에서 다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예를 찾아 쓰시오.

�전기 에너지 → 열에너지：

�화학 에너지 → 열에너지：

�운동 에너지 → 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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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로 장난감 자동차 움직이기, 바람으로 바람개비 돌리기, 떨어지는 물로 물

레방아 돌리기, 구슬로 쳐서 다른 구슬 움직이기, 열을 가해서 물 움직이기

2. �전기 에너지 → 운동 에너지：선풍기, 믹서, 전철

�화학 에너지 → 운동 에너지：사람, 자동차, 비행기, 기차

�운동 에너지 → 운동 에너지：발로 축구공 차기, 배트로 야구공 치기



1. 필요한 것들 (모둠별)

종이(20×20cm 정도) 2장, 가위, 실, 양초, 성냥

2. 어떻게 할까?

① 종이를 폭 2cm 정도의 나선으로 오린다. 

② 종이 나선의 중심에 실을 꿰어 촛불의 수직 위에 들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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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뱅 뱅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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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 모양의 종이는 뱅 뱅 돈다. 불의 열에너지가 공기를 움직이고(운동

에너지), 그것이 다시 종이를 움직인다(운동 에너지). 

정답 및 해설

③ 뱀 모양으로 된 나선형 종이는 어떻게 되는가?

④ 종이를 돌린 것은 무슨 에너지일까?

촛불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져서(열에너지) 분자간의 거리가 멀

어지고 따라서 도가 감소하여 위로 올라간다(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이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나선 모양의 종이는 뱅 뱅 도는 것이다(바람개비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하기－움직이게 하기

각각은 어떠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여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에들이다. 어떠한 에너지

인지 말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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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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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사람 팔의 운동 에너지

→ 다른 당구공의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맞은 편 사람의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① 선풍기

② 태양열 자동차

③ 당구

④ 널뛰기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⑤ 고무 동력기

(      ) 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⑦ 과일 전지 모터

⑥ 달리는 자동차

① 전기 에너지

② 태양의 빛에너지

③ 당구공의 운동 에너지

④ 맞은 편 사람의 위치 에너지

⑤ 고무줄의 탄성 에너지

⑥ 화석 연료의 에너지

⑦ 과일 전지의 화학 에너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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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시의 활동에서 본 것처럼 일을 해서 열을 얻을 수 있다. 즉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열에너

지로 바뀐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열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

다. 쉬운 예가 바로 자동차 엔진이다. 그러나 운동 에너지는 전부 열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열에너지 전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는 없다. 

19세기 과학자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많은 연구를 하 으나, 열에너지는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고, 운동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열에너지를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

면 모든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없다. 

이처럼 운동 에너지는 쉽게 열에너지로 바뀌어지지만,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

면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면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가면서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다.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열기관에서, 받은 열에너지의 몇 %를 바꾸는가에 해‘열효율’이

라는 말을 쓴다. 100%의 열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효율

의 기관을 만들고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열이 일로, 일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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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것보다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