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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학탐구수업지도자료를발간하면서

학생들이과학에흥미를가지고주변현상을과학적으로보는안목을가지며, 과학적탐구능력을기르는것

은개인의발전은물론국가발전의밑거름이된다할것입니다. 이에초등학교에서부터좋은과학수업이요구

되며, 교사의역할은그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그것은교사의과학적안목이학생들에게전수되며, 교사는학

생들의역할모델이되기때문입니다. 즉학생은교사의과학적세계관을배우게되고, 교사가과학에대한지

적열정과흥미를가지면학생들도이를따라과학을학습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대개의초등교사들은과학

수업에부담을느끼거나어려워하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최근교육인적자원부는기초과학교육의내실화및활성화를위하여,「탐구중심의초·중등과학교육

활성화계획」을기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계획의일환으로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교원대학교자연과학

교육연구소를초등과학교육전담연구기관으로지정하 으며, 본연구소에서는현장의요구를수렴하여초등

학교과학탐구수업을지원하는교사용종합자료를개발하게되었습니다. 이자료는크게두가지형태의자료

로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어떤교사라도현행교과서에따른탐구수업을매시간원활히운 할수있도록도

움을줄수있는매뉴얼식실험지도자료이고, 다른하나는학생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실생활사례나과학

사이야기, 시범실험및교사의이해를돕기위한개념해설등으로이루어지는보조자료입니다. 

지도자료의내용수준은과학비전공교사의눈높이에맞추고자하 으며, 다양한그림자료를포함하므로

교사용지도자료로서는처음으로컬러판으로편집하 습니다. 또한매차시수업의준비와운 에필요한모

든정보와자료를한권의교재안에적절히조합함으로써, 그간여러가지책자나인터넷을탐색해야했던과

도한수고및시간부족문제를해결해드리고자하 습니다. 금년도에는6학년13개단원의수업내용을교과

서흐름순으로13권의책자로내놓았으며, 최근의수업환경을감안하여CD 자료를별도제공합니다.

짧은연구기간에다처음으로시도하는연구이기때문에현장적용과정에서부족한부분이발견될것으로생

각합니다. 그와같은문제점이나지적사항은차후에수정보완을할수있도록조언해주시면, 앞으로더좋은

자료를제공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이과학탐구수업지도자료가선생님들의과학수업을

더욱신나고풍성하게해드리는도우미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4.  1.

한국교원대학교자연과학교육연구소장 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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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자료는단원도입, 주제별자료, 단원총괄평가로구성된다. 단원도입은간단한단원소개및단원

구성표, 단원개관, 관련참고자료를제공한다. 특히, 단원개관은과학을전공하지않은교사들도해당

단원의과학적의미를이해할수있도록, 단원전체에관련된개념과이론을알기쉽게해설하는데주안

점을두었다. 그리고단원개관의말미에는준비에시간이많이걸려서단원시작전에미리준비해두어

야할수업재료를별도로제시하 다. 그리고단원전체에대한참고자료를인터넷과문헌으로분류하

여수록하 다. 각주제별지도자료로는실험매뉴얼6∼8쪽, 보조자료4∼6쪽으로구성된다.

실험매뉴얼은탐구과정중심의교과서를보완할수있는수업자료로서, 과학비전공교사라하더라

도이매뉴얼을이용하여수업의주요활동을순조로이진행할수있도록구성하 다. 즉, 교과서흐름

순으로학습목표와함께탐구활동과정순으로활동방법, 예상되는결과, 관련주의사항등을제공하

고, 정리및평가문항에이르기까지수업지도에직접적으로필요한내용을포함한다. 그러나동기유발

이나수업도입방법은교사의재량에맡긴다. 

보조자료는교사의수업준비및수업운 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6가지형태의자료로분류되며, 교

사의판단에따라이를선별하여활용할수있다. 교사의내용이해를돕는개념해설, 교사에게이야기

거리를제공하는과학사및실생활사례, 수업진행을위해교사가알아두면편리한팁이나참고자료,

재구성과정없이직접활용할수있는학생활동자료, 도전과제, 평가자료등을포함한다. 그러나위

실험매뉴얼적용만으로도수업시간이부족한경우가많다. 그러므로보조교재의학생활동자료, 도

전과제등은대개심화학습이나특별활동자료로사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그러나교사의판단에

따라위의각보조자료는학생의동기및흥미를유발하는자료로도활용될수있다.

단원의마지막부분에는단원에대한총괄평가와함께낱말퍼즐을제공한다. 총괄평가자료는그대로

복사하여, 단원학습의형성평가용으로투입할수있다. 낱말퍼즐은단원에서학습한주요용어나개

념을재미있게복습하고기억할수있도록구성하 다. 총괄평가와낱말퍼즐의정답은단원의말미에

제공된다.

본지도자료에수록한내용전체는pdf 파일로전환하여CD로제공한다. 그림파일은매차시주제별로

분류된폴더안에별도로수록하 으므로, 수업진행시각각의그림만화면에크게띄워보여줄수있으

며, 자료재편집시그림만복사하여사용할수도있다. 그리고CD에수록된자료는본연구소의홈페이

지(주소http://inse.knue.ac.kr/) 자료실에도탑재되어있으므로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다. 

본자료에대한질문이나건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위홈페이지의게시판을활용하여주십시오. 그리

고본교재는자원절약차원에서학년말에수합하여다음해에다시활용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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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본 차시 과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

인 내용으로 기존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

와일치한다.

차시는 단원 전체 차시와 함께 본 차시의 순서

를보여준다.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쪽수는 이번 시간에 다

루어지는내용이실린위치를알려준다.

실험매뉴얼활용에대한안내

실험매뉴얼은어떤교사도과학수업을편리하고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구성하 다. 기존에는교사가

과학수업을진행하기위해교과서, 실험관찰, 지도서를모두책상위에펼쳐놓아야했으나이를통합하여수

업의주요내용및수업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본실험매뉴얼을제작하 다. 실험매뉴얼을구성하

고있는요소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개념 역 ●`비치볼 속 공기의 양에 따른 막대의 기울어지는 현상을 공공기기

의의 무무게게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공기의 무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변변인인이이 통통제제된된 실험을 설계

할 수 있다.

태도 역 ●`공기의 무게에 대한 학생 자신의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적적극극

적적으으로로 실험을 수행하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목표

ryrhktj

공기가 들어 있는 두 비치

볼 중 하나의 공기를 뺀 후

무게를 비교하 다.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4∼5쪽

1/7 차시

3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13실험 매뉴얼

1. 공기의 무게를 확인하

기 위한 실험 설계

2. 공기의 무게를 확인하

는 실험 수행

3. 기체의 무게에 대한

결론 도출

비치볼을 이용하여 공기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설계하기

실험을 통하여 공기의 무게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하

기

기체의 무게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공기가 빠진 두 비치볼 중 하나에 공

기를 넣은 후 무게를 비교한다.

공기가 들어 있는 두 비치볼 중 하나

의 공기를 뺀 후 무게를 비교한다.

공기가 빠진 비치볼 쪽이 위로 올라간

다.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이 아래로

내려간다.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이 내려가

는 것으로 보아 공기(또는 기체)는 무

게를 가지고 있다.

gkRtmQ rody

tlFgjA rhkSckF

학습 목표는 본 차시 과학 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개념, 과정(탐구 과정), 태도 역으

로 나누어 진술하 다. 주제마다 세 가지 역

목표 중 2~3개의 목표를 제시하 다. 그러나

수업시간에는 이 중에서 하나(일반적으로 개념

역의목표)를선택하여학생들에게제시하면된다.

학습 개요는 이번 과학 수업의 주요 흐름을 제

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과학 수업의 전체

적인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수

업 시작 전에 학습 개요의 좌측만 훑어보아도

수업의흐름을대강파악할수있다. 

교과서/실험 관찰은 이번 과학 수업 내용이 실

린 교과서와 실험 관찰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교과서나

실험 관찰을 따로 책상 위에 펼쳐 놓지 않아도

수업진행이가능하도록하 다. 교과서 질문에

대해서는부분적으로답을기록해놓았고, 실험

관찰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답을 모두 기

록해 놓았다. 그러나 이 답은 유일한 것이 아니

고, 가능한답중의하나이므로참고용으로활용

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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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은 본 차시 과학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제시하

다. 탐구 활동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프

로젝션 TV에 띄워 놓고, 학생들과 같이 준비물을

하나씩확인해보아도된다.

14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1.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비치볼 2개를

준비한다.

풍선으로 실험해도 된다. 풍선으로 실험

할 경우 공기를 뺄 때 바늘로 풍선을 찔

러야 한다. 이 경우 풍선이 터질 수 있

으므로 풍선에 셀로판 테이프를 조금 붙

인 후 그 중 한 곳을 바늘로 찌르면 풍

선이 터지지 않고 공기만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다.

스탠드(1개/모둠)
링(1개/모둠) 

손펌프(1개/모둠) 

셀로판 테이프(1개/모둠)

실(약간/모둠)

비치볼(2개/모둠) 

50cm 나무자(1개/모
둠)

19실험 매뉴얼

1. 공기가 많이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의 나무자가 아래로 내려간다. 또는 공기가 많이 들어 있

는 비치볼 쪽으로 막대가 기운다.

2. 공기(또는 기체)도 무게가 있다.

wjD  fl

1. 공기의 양에 따른 비치볼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르게 해주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주

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

2. 비치볼 속의 공기의 양에 따른 나무자의 기울어짐과 공기(또는 기체)의 무게에 대하여 바

르게 말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공기가 없는 비치볼 쪽으로 나무자가 기운다.

②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으로 나무자가 기운다.

③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가 없다.

④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가 있다. 

vuD  rk

1. 다르게 해주어야 할 조건：공기의 양

같게 해주어야 할 조건：비치볼의 크기, 무게, 모양 등

2. ②, ④

탐구 활동 과정은 본 차시 과학 수업의 구체적

인 진행 과정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

다. 수업 전개 과정에 맞추어 탐구 활동의 각

단계를 지도자료 그대로 실물 화상기로 비추어

주거나, CD에 있는 화면을 프로젝션 TV에 띄

워 놓으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각각의 탐구

활동내용을좀더쉽게파악할수있어서수업

의진행에도움이될것이다.

정리는 본 차시 과학 수업의 주요 내용을 제시

한 것으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교사가 질문 형태로 학생들

에게 제시해도 되고, 이 부분을 프로젝션 TV에

띄워 놓고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본 차시 탐구

수업을정리해도된다.

평가 문항은 정리 및 학습 목표와 일관성을 가

지며, 형성 평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 부분만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형성 평가로 실시해도 된다. 평가의 답은 하단

에별도로기록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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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활용에대한안내

보조자료는교사의이해를돕기위한교사용자료및수업에직접투입할수있는학생용자료로구성되며, 다

음과같이서로다른성격을가진6 종의자료로나누어진다. 그러나활동주제의성격에맞추어, 차시별로평균

4 종정도의보조자료를제공한다. 그러므로어떤자료를선택하고, 얼마의시간을투자할것인가는수업을운

하는교사자신의판단에따른다. 

개념 해설 : 이자료는교사가수업내용을전체적으로볼수있는안목을제공하고자, 배경이되는이론

이나중요한기본개념을해설한것이다. 과학비전공교사도이해할수있도록, 어려운개념도대체로이야기

나만화형태로풀어서설명하고자하 다. 이는기본적으로는교사용자료로제공되었지만교사의판단에따

라학생용자료로도활용할수있다. 

생활과 과학 : 수업내용의전달및이해에간접적으로도움이되는다양한이야기거리를제공한다. 과학

사이야기, 과학자소개, 과학지식의발견에숨어있는일화, 선조의지혜, 실생활관련읽기자료등을포함한다.

수업 도우미 : 수업을위해교사가알아두면편리한간단한정보나아이디어, 실험관련상식, 각종물리

량, 교수방법등을제공한다. 실험매뉴얼의탐구활동과정에요구되는실험기법이나각종 주의사항등을다루기

도한다.

도전 과제 : 새로운해결방법을요구하는과제로서, 문제풀이, 실험등을포함하며, 이자료는복사하여

학생활동지로사용할수있다. 교사의이해및수업적용을돕기위하여, 상세한답과해설및지도상의유의점

을함께제공하 으므로수업적용시이부분이가려지도록복사하거나재편집하여사용한다. 이자료는대체

로심화학습용으로사용하기에적절하다. 

학생 활동 : 학생스스로활동할수있는학습자료로서, 학생활동지, OHP 등의 상자료, 수행평가, 학

생실험등을포함한다. 답과해설, 지도상의유의점을함께제공하므로수업에투입할경우이부분이가려지

도록복사하거나재편집하여사용한다.

참고 자료 : 교사나학생이참고할만한자료로서, 내용이해나수업운 에매우요긴한내용을포함한

다. 특히교사나학생에게흔히발견되는오개념, 대체실험, 보조실험, 해보기활동, 인터넷, 문헌등의다양한

참고정보를제공한다. 

총괄 평가 : 단원학습을마친후학업성취도를평가할수있는문항을2 면에걸쳐제시하 다. 과학지

식, 탐구과정에관한객관식, 주관식문항과함께수행평가문항도포함한다. 끝으로단원에서다룬주요개념

이나용어와관련한낱말퍼즐문제를제시하 다. 총괄평가와낱말퍼즐은복사하여바로투입할수있으며,

답은끝에별도로수록하 다.



CD 활용에대한안내

■`책자에수록된지도자료전체를pdf 파일형태로전환한CD 자료이다. 파일이열리지않을때는함께탑재된

Acrobat pdf reader 프로그램을먼저컴퓨터에 install한후에다시필요한주제를클릭하여열도록한다.

■`본 CD는각단원및주제별로교재의내용을나누어서실었다. 그러므로차시수업에필요한자료를클릭하

여연후에, 프로젝션TV를이용하여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보여줄수있다. 

■`학생활동이나도전과제등, 학생에게직접배부할자료는책자를복사할수도있으나, 본CD 파일을화면에

띄운후에필요한부분을블럭설정하여인쇄출력하여사용할수있다. 

■`본교재에실린모든그림은주제별로제작된폴더속에하나씩별도수록하 다. 그러므로그림파일을찾아

서클릭하면, 각각의그림이화면에확대되어나타난다. 특히일기도나동식물그림과같이그림자체가수업

내용이되는경우, 학생들에게좀더선명한자료를확대하여화면으로제공할수있으므로편리하다. 

■`교사가수업자료를재편집하는경우에도, 원그림파일을복사하여다른편집문서에붙여쓸수있다. 본교

재의텍스트(지문내용)를인용하고자할때는창상단의 를클릭한후에필요한부분을블록으로설

정하여복사한다. 그후에한 이나다른프로그램에다붙이기를하면교재내용의재구성이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그림은위에서설명한방식으로복사하여붙여넣을수있다.

■`본CD에수록된자료는본연구소의홈페이지(주소 http://inse.knue.ac.kr/) 자료실에서도제공되며, 관련의

문사항이있을경우에는게시판을활용하여질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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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기체의 성질

1. 기체의 성질

활동 주제 차시 자료명 (내용 주제) 쪽수

단원 도입 단원 소개, 단원 구성, 단원 개관, 참고 자료, 준비물 9

12

26

36

46

48

49

50

52

58

60

61

62

32

34

35

20

21

23

24

25

1. 공기가
무게를 가
지는지 알
아보기

1

실험 매뉴얼：공기도 무게가 있을까요?

보조 자료 개념 해설：공기도 물질인가?/공기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
할 수 있는가?

수업 도우미：질량과 무게 / 
기압과 기체의 압력

학생 활동：가위 없이 실 자르기

참고 자료：집안의 공기와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가?

생활과 과학：공기의 무게를 증명한 파스칼의 실험

2. 기체에
힘을 가할
때의 부피
의 변화

2∼3 보조 자료 개념 해설：기체에 힘을 가할 때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는?

생활과 과학：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왜 귀가 멍해질까요?

도전 과제：하늘로 올라간 풍선

3. 물에 대
한 기체의
용해

4∼5

보조 자료 개념 해설：모든 기체가 물에 잘 녹을까?/기체가 물에 녹
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나?/왜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
록 물에 잘 녹지 않나?

도전 과제：어항 속에서 나오는 기포의 정체는?

생활과 과학：잠수부의 잠수병/샴페인 병을 따면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

참고 자료：기체의 용해도를 이용하여 분수 만들기
4. 바람으
로 움직이
는 장난감
만들어 경
주하기(심
화)

6∼7 보조 자료 학생 활동：날아라 뱅돌이/호버크래프트 만들기

생활과 과학：바람으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

참고 자료：호버크래프트

총괄 평가 평가 문항/낱말 퍼즐

실험 매뉴얼：기체에 힘을 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 매뉴얼：기체가 물에 녹을까요?

실험 매뉴얼：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요?



단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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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단원에서는 기체의 전반적인 성질을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기체도 물질임을 지도해야 한다.

액체나 고체와 달리 기체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지도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선수학습으로 3학년에서 공기의 존재와 공기도 부피가 있음을 확인하 는데, 본 단원에서는 공

기도 무게가 있음을 확인하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며 물에 용해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경험함으로써, 공기도 물질의 하나라는 것을 지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기는 한 가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질소와 산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후속 단원에서 지도하게 될

것이다. 

차시별로 과학 교과서 및 실험 관찰의 활동들에 대한 안내를 단계별로 첨가하 고, 각 차시에

관련된 개념과 참고 사항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 다. 또한 수업 내용의 이

해에 도움이 되도록 실생활 사례나 과학사 이야기 등과 같은 자료를 생활과 과학에 수록하 으며,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적용 가능한 실험 지도 자료를 도전 과제와 학생 활동에 수록하 다. 

ekSdnjS thro

내용 분류

활동 주제

단원 도입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1

2. 기체에 힘을 가할 때의 부
피의 변화

2∼3

3.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 4∼5

4.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
감 만들어 경주하기

6∼7

총괄 평가

차시 실험 매뉴얼

보조 자료

개념
해설

도전
과제

생활과
과학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학생
활동

ekSdnjS rnt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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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기체의 성질

이 단원에서는 기체의 전반적인 성질을 다룬다. 기체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고체, 액체, 기체)

중의 하나인데, 물질이 갖는 에너지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태가 변하는 온도와 압력은 물질마

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어떤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공기를 모두 비운 후, 색깔이 있는 기체를 집

어넣으면 이 기체는 서서히 그 용기 전체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기체 분자들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분자들이 상호 작용을 강하게 한다면 기체가 아니라 액체나 고체로 될 것이다. 기체 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분자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용기의 부피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가정한다.

기체는 직선 운동을 하며, 용기의 벽이나 다른 분자와 충

돌하 을 때만 방향을 바꾼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여 나타난다.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은 완

전 탄성 충돌로서, 충돌 전후에 기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

력은 변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들을 완전히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 기체라

한다. 실제 기체에서는 이 가정들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지

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므로 실제 기

체도 이상 기체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6학년에서 기체에 대하여 다루면서 입자 개념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체의 성질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미시적 설명은 교사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므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거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기체의 성질을 위주로 다

루어야 한다. 각 차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도 무게가 있을까요?

본 차시에서는 먼저 공기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공기 중

에서 저울을 사용하여 공기의 무게를 잴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3학년에서 배운‘공기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본 차시에서‘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기도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기체에 힘을 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고체나 액체와 달리 기체는 입자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그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본 차시에서는 물과 공기가 각각 들어 있는 피스톤을 었다 손을 떼어보고, 또 물이 거

의 가득 담긴 페트병을 눌러 보는 활동을 통하여 기체에 힘을 가하면 부피가 감소함을 알게 한다.

3. 기체가 물에 녹는지 알아봅시다.

본 차시에서는 고체나 액체처럼 기체도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기체를

직접 물에 녹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차시에서는 탄산 음료에서 기체가 나오는 것을

ekSdnjS rorhkS

직선 운동

충돌에 의한
방향과 속력의 변화

분자 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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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11

■`인터넷

http://www.edunet4u.net：이 단원에서 행해지는 비치볼 실험, 사이다 만들기, 사이다 속 건

포도, 저절로 찌그러지는 깡통, 페트병 실험 등에 대한 동 상 자료가 있다.

http://www.science.or.kr/lee/chemistry.html：이동준 선생님의 자바 실험 중 화학에 관련된 것들

을 모아 놓은 곳이다. 이 곳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 본 단원의 학습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교사들이 기체의 성질에 대한 이해

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http://uniweb.unitel.co.kr:8008/class/chem/lesson/chapter4/state/general/main.html：서울대학교 사범

대학에서 개발한 유니텔의 인터넷 스쿨 화학 교실이다. 기체 상태의 예, 기체의 일반적 성

질,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의 확산 등에 대하여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ckArh wkf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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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함으로써 기체가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4.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어 경주하여 봅시다.

본 차시는 심화 과정으로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경주하면서, 장난감이 빨리 움

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체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주제 3(4∼5차시)：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

석회수：석회수는 수산화칼슘(Ca(OH)2：Calcium hydroxide)을 물에 녹인 용액이다. 수산화칼슘

은 물에 조금밖에 녹지 않는다. 500mL의 비커에 수산화칼슘 10g 정도를 넣은 다음, 물을 조금씩 부

으면서 잘 저어 준다. 약 300mL 정도 물을 부은 다음 잘 저은 후 비커의 윗면을 비닐랩으로 싸서 그

대로 놓아둔다. 하룻밤이 지나면 녹지 않은 수산화칼슘이 밑에 가라앉게 된다. 다른 병에 맑은 윗물만

따라 석회수로 사용한다. 또, 거름종이로 걸러서 사용해도 좋다. 석회수를 만든 다음에 놓아두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표면에 흰색의 막이 생기므로 비닐랩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

관한다.

주제 4(6∼7차시)：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바람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참고 작품(실험 관찰 11쪽 하단

의 작품 참고)

alfl wnSqlgktpdy(tlFgjA aosbdjF tkwjS wnSql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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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개념 역 ●`비치볼 속 공기의 양에 따른 막대의 기울어지는 현상을 공기

의 무게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공기의 무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변인이 통제된 실험을 설계

할 수 있다.

태도 역 ●`공기의 무게에 대한 학생 자신의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목표

ryrhktj

공기가 들어 있는 두 비치

볼 중 하나의 공기를 뺀 후

무게를 비교하 다.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4∼5쪽

1/7 차시

3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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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13실험 매뉴얼

1. 공기의 무게를 확인하

기 위한 실험 설계

2. 공기의 무게를 확인하

는 실험 수행

3. 기체의 무게에 대한

결론 도출

비치볼을 이용하여 공기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설계하기

실험을 통하여 공기의 무게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하

기

기체의 무게에 대한 결론 도출하기

공기가 빠진 두 비치볼 중 하나에

공기를 넣은 후 무게를 비교한다.

공기가 들어 있는 두 비치볼 중 하

나의공기를뺀후무게를비교한다.

공기가 빠진 비치볼 쪽이 위로 올

라간다.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이 아

래로 내려간다.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이 내

려가는 것으로 보아 공기(또는 기

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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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1.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비치볼 2개를

준비한다.

풍선으로 실험해도 된다. 풍선으로 실험

할 경우 공기를 뺄 때 바늘로 풍선을 찔

러야 한다. 이 경우 풍선이 터질 수 있

으므로 풍선에 셀로판 테이프를 조금 붙

인 후, 그 중 한 곳을 바늘로 찌르면 풍

선이 터지지 않고 공기만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다.

스탠드(1개/모둠)
링(1개/모둠) 

손펌프(1개/모둠) 

셀로판 테이프(1개/모둠)

실(약간/모둠)

비치볼(2개/모둠) 

50cm 나무자(1개/모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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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B        C

15실험 매뉴얼

2. 각각의 비치볼에 손펌프를 이용하여 공

기를 팽팽하게 넣는다.

3.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 고리에 실을 묶

는다. 

4. 50m 나무자를 준비한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실험한다.

두 비치볼을 묶은 실의 길이는 같

게 하는 것이 수평 잡기에 좋다.

펜치로 옷걸이용 철사를 50cm

정도 자른 후 펴서 사용하여도 된

다. 이외에 50cm 정도의 나무

막대를 사용해도 된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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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5. 스탠드의 위쪽에 링을 설치한다. 

7. 나무자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수평을 이

루게 한다.

6. 나무자를 링 위에 올려놓고 실로 단단

히 맨다.

비치볼을 막대에 매달았을 때, 비

치볼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클램

프의 위치를 조정한다.

클램프의 윗면에 편평한 부

분이 있는 것이 수평 잡기

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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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실험 매뉴얼

xkArn ghkFehD rhkwjD

8. 비치볼을 나무자의 양쪽 끝에 매단다.

10.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

로 고정한다.

9. 나무자가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비치볼이 걸린 실의 위치를 조정

하여 수평을 맞춘다. 옷걸이용 철

사나 나무 막대를 이용할 경우,

비치볼을 매달았을 때 양끝이 휘

어지는데, 양쪽 끝이 휘어진 정도

가 같도록 조정한다.

양쪽에 사용된 셀로판 테이프의

양이 같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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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11. 한쪽 비치볼의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될

지 실험 결과를 예상해 본다

12. 한쪽 비치볼의 공기를 뺀 후 변화를

관찰한다.

13. 한쪽 비치볼의 공기가 빠졌을 때, 나

무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공기가 많이 들어 있는 비치볼 쪽으로

나무자가 기운다.

14. 위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발표해 본다.

공기도 무게가 있다.

왜 그렇게 예상하는지 그 이유도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 안전

막이 없는 것이 공기를 뺄 때 좋

다.

나무자는 공기를 뺀 비치볼 쪽으로 기

운다. 옷걸이용 철사나 나무 막대를

이용할 경우 공기를 뺀 비치볼 쪽의

끝이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의

끝보다 덜 휘어진다. 따라서 휘어진

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공기도 무게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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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실험 매뉴얼

1. 공기가 많이 들어 있는 비치볼 쪽의 나무자가 아래로 내려간다. 또는 공기가 많이 들어 있

는 비치볼 쪽으로 막대가 기운다.

2. 공기(또는 기체)도 무게가 있다.

wjD  fl

1. 공기의 양에 따른 비치볼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르게 해주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주

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

2. 비치볼 속의 공기의 양에 따른 나무자의 기울어짐과 공기(또는 기체)의 무게에 대하여 바

르게 말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공기가 없는 비치볼 쪽으로 나무자가 기운다.

②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 쪽으로 나무자가 기운다.

③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가 없다.

④ 공기(또는 기체)는 무게가 있다. 

vuD  rk

1. 다르게 해주어야 할 조건：공기의 양

같게 해주어야 할 조건：비치볼의 종류, 크기, 무게 등

2.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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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공기도 물질인가?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그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물질이라 하지

만, 과학적 개념으로는 자연계의 한 요소로서 일정한 부피와 질량을 갖는 소재를 물질이라고

한다.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의 하나인 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저울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작은 질량(9.109×10－28g)을 가지지만, 물질을 이루는 다른 구성 입자들은 대부분

질량이 있다. 이렇게 질량을 가진 입자들로 구성된 물질들은 당연히 질량을 가진다. 물질은

또한 부피를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컵을 거꾸로 물 속에

넣으면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라는 물질이 컵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공기는 그 질량이 매우 작기

는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

할 수 있다. 공기는 고대로부터 물질을 이루는 기

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실제

로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로 이

루어진 혼합물이다. 즉,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그 밖의 기체가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본 차시에서는 공기도 무게(질량)가 있음을 확인하는 활동을 통하여 공기도 물질이라는 것

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공기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가?

공기가 들어 있는 비치볼의 무게와 공기가 빠진 비치볼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한 후 그 차

이를 구하면 비치볼 안에 든 공기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지구 표면에는 공기가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무게를 재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비치볼에서 공기를 빼고 저울에 올려놓았지만, 저울 위에는 비치볼 뿐 아니

라 공기도 올려져 있기 때문에 비치볼 만의 무게를 잴 수 없다. 또한 비치볼에 공기를 얼마

나 많이 넣어 주느냐에 따라 즉, 비치볼 내의 공기의 압력에 따라 공기가 든 비치볼의 무게

가 달라진다. 비치볼에 공기를 더 넣을수록 비치볼 내의 공기 도가 증가하여 공기가 든 비

치볼의 무게는 증가한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직접 공기의 무게를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

라, 단지 공기가 들어 있는 두 개의 비치볼 중에서 하나의 비치볼의 공기를 빼면 공기가 많

이 들어 있는 비치볼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아 공기도 무게가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rosuA gotjF

공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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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질량과 무게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차시에서도 질량이라

는 용어 대신 무게를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질량과 무게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 교육 과정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로 무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질량과 무게는 엄연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크기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물체가 운동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만큼 저항하느냐(관성)

에 따라 정의되는 양이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발로 차면 쉽게 움직이지만, 볼링공을 발로

차면 축구공보다 덜 움직인다. 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이 양이 많으면 그 물체의 운동 상

태를 변화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이 든다. 따라서 볼링공이 축구공보다 질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질량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만 관계된다. 만일 어떤 물체의

질량이 같다면 지구에 있건 달에 있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먼 곳에 있건 같은 주기로

그 물체를 흔들 때 똑같은 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

는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다.

반면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유 인력)의 척도로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

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체라도 달에 가면 지구에서 무게의 1/6이 된다. 이는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약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의 무게는 0이 되고,

중력이 큰 곳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저울로 과연 질량을 측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게를 측정

하는 것일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측정했다고 말하므로 무게를 측정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엄 한 의미에서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다. 질량과 무게를 쉽게 혼동하는 이

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두 양이 서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 있다면 물체의 질량이

두 배가 되면 무게도 두 배가 되고, 질량이 반으로 줄면 무게도 반으로 준다. 실제로 지구상

10kg중60kg중

지구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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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력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물체의 무게는 그 질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하

고 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보통 무게의 단위로 kg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질량의 단위

이다.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며, 힘의 단위인

뉴턴(N) 또는 kg중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1kg중은 9.8N에 해당한다. 질량과 무게를 구

분하기 위해 제3차 국제도량형총회(1901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2. 기압과 기체의 압력

기압(대기압)과 기체의 압력은 동일한 의미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

나 사용되고 있다. 둘 다 압력으로서 단위 면적 당 가해진 힘의 크기를 나타내지만, 가해지

는 힘의 근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고 있다. 지구의 대기를 이루는 공기가 질

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공기 사이의 만유인력, 즉 공기의 무게가 지표면에 미치는

힘이 기압(대기압)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특정 용기 내에

들어 있을 때, 기체 분자가 자유로운 운동을 하면서 용기의 벽에 충돌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표면에서 대기의 압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체의 운동에 의한 충돌로 설명하기

보다는 공기의 무게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의 대기를 이루는 공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 어느 한 곳의 상공에 공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대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기압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

아지는 현상은 위에서 누르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므로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기의

압력이 머리 위 뿐만 아니라 옆 또는 아래 등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공

기의 무게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의 압력이나 여러 방향에서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을 제

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의 운동을 사용해야 한다.

기체 분자는 위에서 아래로 뿐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

로 운동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상공보다 지표면에서 기압이 더 큰 것은 대기의 도가

상공보다 지표면에서 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체의

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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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1) Kg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 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2) 무게는 힘과 같은 성질의 양을 나타낸다. 한 물체의 무게는 그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

이며, 특히 한 물체의 표준 무게는 그 질량과 표준 중력 가속도의 곱이다. 

3) 국제도량형 지원본부에서 채택한 표준 중력 가속도의 값은 980.665cm/s2이다. 

기압의 작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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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없이 실 자르기

gkRtoD  ghkFehD

준비물：

신문지, 실 50cm, 셀로판 테이프

실험 과정：

책상 위에 신문지 한 장을 펴고 한 가운데에 셀로판 테이프로 실을 붙인다. 

예상하기：실을 잡아당기는 속도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관찰하기：실을 빠르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설명하기：실을 빠르게 잡아당길 때, 신문지가 끌려오지 않고 실이 끊어지는 이유는?

교사가 실험을 보이기 이전에 예상하는 단계를 두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

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찰한 이후에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크기가 약 40cm×50cm 되는 신문지 위에 있는 공기는 약 2톤이나 된다. 따라서 신문지에

달린 실을 갑자기 당기게 되면 신문지는 공기가 누르는 힘 때문에 딸려 오지 않고 실이 끊어

지게 된다. 그러나 실을 서서히 당기는 경우, 실을 당기는 힘이 신문지에 전달되면서 신문지

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공기가 신문지 아래에서도 받치게 되므로 신문지를 누르던

공기의 힘은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힘과 상쇄가 된다. 따라서 실을 잡아당기는 속도가 실험

결과에 큰 향을 미치므로 주의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반 번 이름



집 안에 있는 공기와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무겁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기는 기체로 되어 있으며 기체의 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기처럼 가벼운 것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어에서도 공기(air)를 형용사화 한 airy란 말에는 가볍다는 뜻이 있고, 또 '공기처럼 가볍다

(as light as air)'란 말도 자주 쓴다. 그래서 공기는 아주 가벼운 것, 또는 아예 그 무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아무리 우리가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공기도 무게가 있다. 그럼 집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를 계산하여 보자.

이 계산 결과에 따르면 집 안에 들어 있는 공기의 무게는 312.5kg으로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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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제 1. 공기가 무게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ckArh wkfy

공기의 무게 사람의 무게

30평아파트의면적: 약 100m2

집안의높이: 2.5m

집안에있는공기의부피: 100㎡× 2.5m ＝ 250m3

20。C, 1기압에서 1m3당공기의무게：1.2kg

집안공기의무게: 250m3× 1.25kg/m3 ＝ 312.5kg

아버지：70kg

어머니：60kg

오빠 ：40kg

나 ：30kg

전체 200kg 

아버지
어머니

나

공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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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1623∼1662)은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면, 공기의 양에 따

라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리첼리가 만든

기압계의 관을 가지고 높은 탑 꼭대기에 가져가서 관 안에 있는

수은주의 높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려 하 다. 그러나 수은주

의 높이가 그리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그는 고향에 있는 높이 약 1,465m의‘퓌이 드 돔’산을

생각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건강상의 이

유로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친척을 시켜서 자신의 실험을 대신하

도록 하 다. 

실험 결과 산 아래에서 수은주의 높이는 67cm이었으나, 산 중턱에서는 63.5cm, 산꼭대기

에서는 58.9cm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관으로 실험을 해보아도 마찬가지 다.

이 결과를 전해들은 파스칼은 파리의 높은 탑을 이용해서 실험을 되풀이하여 결국 공기가 무

게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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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무게를 증명한 파스칼의 실험

높이에 따른 대기압의 변화

이 자료를 읽고 난 후, 산 위로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점차 낮아졌

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

도록 한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기압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지도한

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르고 있는 공기의 양이 많고 적음이라는 관점보다 아래쪽에서의 공기

도가 더 크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파스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