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주제 7. 고무줄차 만들기

개념 역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예를 들고,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고무줄을 감은 횟수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고무줄에 저장된 에너지의 많고 적음을 추리한다.

학습목표

88쪽

7/7 차시

64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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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줄차 만들기 �고무줄에 저장된 에너지로 가는 차 만들기

2.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

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찌통과 고무줄을 긴 것을 사용하면 여

러번 감을 수 있으므로 멀리 간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묶으면 고무줄이

풀릴 때 빨리 풀리므로 빨리 간다.

�굵은 고무줄을 여러 겹으로 사용하면

풀릴 때 큰 힘을 내므로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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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고무줄 (30cm/모둠)

고무줄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빨 (각 3개/모둠)

고무줄을 고정시키고, 돌리

는데 사용한다. 단단한 것으

로 준비한다.

테이프 (1롤/모둠)

고무줄을 고정시키는데 사용

한다.

낚시 찌통 (20cm 1개/모둠) 

폐CD를 이용하여 고무줄차

를 만들 때 자동차축으로 사

용한다. 낚시 찌통은 굵기가

폐 CD의 구멍에 딱 맞는 것

으로 고른다. 딱 맞는 것이

없으면 약간 굵은 찌통을 사

고, 폐 CD 구멍을 사포로 문

질러 구멍을 넓힌다.

가위, 칼 (각 1개/모둠)

고무줄과 낚시 찌통, 테이프

등을 자를 때 사용한다.

둥근 고무줄 (10개/모둠)

폐CD로 만든 고무줄차 바퀴

를 찌통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실패 (1개/모둠)

실패를 이용하여 고무줄차를

만들 때 자동차 바퀴와 축으

로 사용된다.

폐CD (2개/모둠)

고무줄차의 바퀴로 사용된

다.

클립 (1개/모둠)

실패로 고무줄차를 만들 때

고무줄을 실패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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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 길이의 2.5배 정도로 굵은 고무줄

을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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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낚시 찌통의 한쪽 끝에 가위나 칼을 이

용해 V자 홈을 만들자. 

2. 고무줄을 반으로 접어서 실패에 끼우

자.

3. 클립을 걸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무줄

을 실패에 고정시키자.

4. 클립의 반 쪽에 빨 를 고 고무줄을

묶자.

V자 홈은 짧은 빨 조각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칭이 되도록 2개를 만들어야 한

다.

실패와 빨 의 마찰 때문에 실패가 굴러가

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패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에 양초를 칠하고, 표면

이 매끄럽고 딱딱한 것을 쓴다. 도너츠 모

양의 양초를 실패와 빨 사이에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ㄷ자로 구부러진 못을 이용해 실패에 고정

시키면, 고무줄이 끌릴 때 클립이 따라도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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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둥근 고무줄을 찌통 한쪽 끝 부분에 여

러 번 감자.

7. 둥근 고무줄을 감아 만든 고무 언덕에

서 가까운 끝 쪽에서 CD를 끼운다.

8. CD가 고무언덕 사이에 놓이도록 찌통

끝 쪽으로 둥근 고무줄을 여러 번 감자.

10. 6번에서 9번까지의 방법으로 찌통의

반 편에도 CD 바퀴를 만들자.

9. CD가 둥근 고무줄로 만든 두 개의 고

무 언덕에 의해 고정되도록 두 고무 언

덕을 어서 CD에 바짝 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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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D를 잡고 긴 빨 조각을 돌려 고무

줄을 여러 번 감은 후에 놓으면 고무줄

차가 굴러간다. 고무줄을 적게 감았을

경우와 많이 감았을 경우에 고무줄차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발표

하자.

11. 홈이 나있는 쪽에 반으로 접힌 부분이

나타나도록 긴 고무줄을 반으로 접어 찌

통을 통과시키자. 
12. 반으로 접힌 부분에 빨 조각을 끼우

고, 빨 조각을 찌통의 홈에 맞춘 후 테

이프로 고정시키자.

13. 찌통의 다른 쪽에 늘어진 두 가닥의

고무줄에 긴 빨 조각을 묶자. 여기까

지 하면 고무줄차가 완성된 것이다.

고무줄이 팽팽해지도록 약간 잡

아 당긴 상태에서 묶으면 반

편에 있는 짧은 빨 의 V자홈

에 간단하게 끼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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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이 풀린 횟수만큼 자동차 바퀴가

돌아간다. 그러므로 고무줄은 여러번 감

을수록 자동차가 멀리 간다.

�고무줄을 감을 때 힘이 많이 들수록 풀릴

때 큰 힘을 낸다. 그러므로 고무줄차가

빨리 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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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너지를 저장하 다가 사용하는 예를 이야기해 보자.

태엽 장난감

전지 활과 화살

스티로폼 보온통 보온병

건축용 단열제 고무줄 새총 태엽 시계

�열에너지의 저장：보온병, 보온 밥통, 집의 단열재 사용

�탄성 에너지의 저장：

－고무줄：고무줄차, 새총 －용수철：태엽 장난감, 시계

－탄성이 좋은 줄：활

�전기 에너지의 저장：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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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 다가 고무줄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한다.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보온이 잘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고무줄이나 용수철을 이용하여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전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wjD  fl

1. 고무줄차를 움직이게 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2. 에너지를 저장하는 예를 쓰시오.

vuD  rk

1. 고무줄의 탄성 에너지로부터 왔다.

2.

에너지

열에너지

탄성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에너지 저장의 예

에너지

열에너지

탄성 에너지

전기 에너지

보온병, 단열재

고무줄차, 새총, 활, 태엽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여러 가지 전지

에너지 저장의 예



고무줄차 경주

수업 시간에 만든 고무줄차로 모둠별 경주를 하자. 

1. 필요한 것들 (모둠별)

－완성한 고무줄차

(부품：폐CD 2개, 고무밴드 10개, 낚시

찌통 1개, 테이프, 칼, 가위)

－감는 고무줄：길이 1m, 2m 각 2개

2. 어떻게 할까?

감는 고무줄을 달리하여 고무줄차의 움직임 차이를 관찰하자. 

① 고무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감아보자. 

② 고무줄의 감는 세기를 다르게 하여 감아보자.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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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의 길이

1m

2m

고무줄차의 움직임

고무줄의 세기

느슨하게

팽팽하게

고무줄차의 움직임



③ 감는 고무줄의 갯수를 다르게 하여 감아보자. 

3. 유의점

위의 실험은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길이를 다르게 할 때에는 팽팽한 정도는 같아야 하며, 팽

팽하기를 다르게 할 때에는 감는 길이는 같아야 한다. 또 고무줄의 감는 개수를 다르게 하려

면, 같은 길이, 같은 세기로 감으면서, 두 겹으로 감으면 된다. 

4. 결과

�고무줄을 많이 감을수록 자동차가 빨리 움직이며 움직이는 시간도 길어진다. 많이 감으려면

고무줄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쓰거나, 같은 길이의 고무줄이라면 더 많은 횟수로 감아돌려 팽

팽하게 감으면 된다. 더 멀리, 더 빨리 가게 하는 것은 고무줄을 얼마나 더 많이 감느냐에 달

려 있다. 

�고무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고무줄차를 만들면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다. 고무줄을 감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고무줄차에 저장된 에너지도 많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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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의 갯수

1개

2개

고무줄차의 움직임



‘절약’은 몸에 배어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절약에 해

알아보자. 각각에 하여 2가지 이상을 써 보아라. 

2003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최 규모의 벼룩시장은 20만

명이 몰려들 만큼 성황을 이루어 헌 물건들이

새 물건 못지않게 우를 받았다.

toDghkFrhk  rhkgkR

아나바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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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쓰자 (물자절약) 나눠쓰자 (상부상조)

바꿔쓰자 (물물교환) 다시쓰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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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정하고 서약서 용지의‘나는 이것만

은 꼭 지킨다’에 기록한 후,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입학식이나 운동 경기 때처

럼 친구들 앞에 선서하여 자신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한다. 

반 번 이름

에너지 절약 서약서

�앞의 아나바다 활동을 참고로 실천 사항을 기록하면 좋다. 

�활동 전에 상장처럼 인쇄하여 학습지로 만들어 나누어 준다.

�에너지 단원을 마치면서, 그동안 에너지에 해 공부하면서 느낀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새

기며, 절약 생활을 할 것을 서로 맹세하는 활동이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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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서약서

본인 (         )는(은) 5학년 2학기 8.에너지 단원을 통하여 에너지 자원의 소중

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생활을 우리 5학년

(    )반 친구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아가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다함께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200(  )년 (   )월 (   )일

(        ) 초등학교 5학년 (   )반

성명(              ) 서명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킨다.

1. 

2. 

3. 



총괄평가

1. 다음 중 에너지라는 말이 적절하게 사용

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이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제

품이다.

② 이 모니터에는 에너지 마크가 붙어 있

다.

③ 이 그림은 에너지가 넘친다.

④ 이 게임에서는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캐릭터가 멈추게 된다.

2. 다음 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키가 자란다.

② 높이 뛴다.

③ 환호성을 지른다.

④ 멈추어 있다.

4. 높이가 다른 곳에서 탬버린 위로 공을 떨

어뜨려 보자.

(가) (나)

3. 같은 크기의 두 비커에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이 담겨 있다. 이 중

에서 어느 것이 에너지

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지 알아내는 방법을 고

안해 보시오.

5. 다음 중 불로 직접 가열하지 않고도 온도

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

시오.

① 퇴비를 썩게 한다.

② 전기포트에 전기를 공급한다.

③ 손바닥을 비빈다.

④ 기구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린다.

6. 다른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

는 예를 2개 고르시오.

① 전철

② 다리미

③ 비행기

④ 전기 난로

7. 다음 중 에너지 전환을 옳게 나타낸 것을

2개 고르시오.

① 선풍기：열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② 자동차：화석 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③ 전철：화석 에너지 → 운동 에너지

④ 녹색 식물：빛에너지 → 화학 에너지

8. 미끄럼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기까지

에너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아래에 제시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꾸며보시오.

88 총괄 평가

(1) 이 실험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공의 에

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가?

(2) 이 실험과 관련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

은?

① 전기 에너지 ② 화학 에너지

③ 운동 에너지 ④ 소리 에너지

반 번 이름



9. 다음의 에너지 중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① 열에너지

② 빛에너지

③ 화석 에너지

④ 전기 에너지

12. 폐CD와 고무줄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고무줄차를 만들어 보자.

13. 아래의 물건 중에서 탄성 에너지를 저장

하여 사용하는 것을 2개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가?

① 빛에너지

② 화학 에너지

③ 위치 에너지

④ 운동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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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무한정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이 제한되어 있고 효율이 낮다.

① 화석 에너지

② 위치 에너지

③ 태양 에너지

④ 열에너지

11. 다음은 어떤 에너지의 편리한 점과 불편

한 점에 해 설명한 것인지 고르시오.

쉽게 채굴해서 사용하지만, 매장량이 한

정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① 전기 에너지 ② 운동 에너지

③ 태양 에너지 ④ 화석 에너지

(1)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

는가?

(2) 멀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

(3) 무거운 물체를 옮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

여야 하는가?



낱말 퍼즐

[가로 열쇠]

2 천연으로 지하에서 솟아나는 액체로서 불에

잘 타며 정제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을 만듦

4 물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5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계 장치

9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시설

11 소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12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계 장

치

15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세로 열쇠]

1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

3 석유가 나는 곳

6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땅바닥이

진동하는 현상

7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8 전기를 일으킴

10 석유나 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의 힘으

로 도로 위를 달리게 만든 차

13 높은 곳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에너지

14 해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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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1. ①, ②, ③, ④, 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2. ①, ②, ③, ④ 모두 에너지라는 말을 사

용할 때의 공통점이다.

3. 공기를 조금 넣어 약간 쭈 쭈 한 고무

공을 각각의 비커에 띄워 보고, 어느 비

커에 넣었을 때 더 팽팽하게 부푸는지 관

찰한다.

4. (1) 공이 탬버린에 부딪쳤을 때 나는 소리

의 크기를 관찰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

릴수록 큰 소리가 난다. 이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공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①, 공을 들어 올리

려면 근육의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

다. 공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

한다. 떨어지는 공이 탬버린에 부딪치면

공의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뀐

다.

5. ④,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지상보

다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므로 물체의 온

도도 따라서 내려간다.

6. ②, ④, 다리미와 전기 난로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 변한다.

7. ②, ④,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의 화석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다. 녹색 식물이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8. 태양이 식물에 비추면 태양의 빛에너지가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변한다. 이 식물을

먹으면 식물에 들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로 변한다. 우리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면 우리 몸의 화학

에 석 유

에 너 지 전 지

지 진 운

자 발 동

원 자 력 발 전 소 에

동 리 너

풍 차 위 치 에 너 지

햇 너

빛 에 너 지

정답

총괄평가

퍼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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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한다. 미끄럼

틀을 미끄러져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9. ④, 전기 에너지는 저장, 운반이 쉽고, 다

른 에너지로 쉽게 변하여 가장 편리하다.

10. ③

11. ④

12. (1) 고무줄을 많이 팽팽하게 묶는다.

(2) 고무줄을 여러 번 감는다.

(3) 고무줄을 여러 겹으로 해서 묶는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서 CD에 톱니를 내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13. 고무줄 새총, 태엽 장난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