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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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개념 역 ●`물 속에서 물체를 들어보면, 공기 중에서 드는 것보다 가벼워

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과정 역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4∼5쪽

1/7 차시

4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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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의 무게 (g)

물 속에서의

무게 (g)

여러 가지

물체

1. 물 속에서

물체 들어보기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본 경험을 이야기하기

2. 물 속과 공기 중에서

물체 들어보기
용수철 저울로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의 무게 재기

3. 물 속과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비교하기

용수철 저울로 물 속에 잠긴 물체의 무게를 재면 공기 중

보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내기

▷물 속에 잠기는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와 공기 중에서 들어보기

물체를 물 속에서 들 때와 공기 중에

서 들 때의 다른 점：물 속에서 물체

를 들 때 더 가볍게 느낌

주지 않는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물 속에서와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재기

작은돌멩이

벽돌

음료수병

140

210

124

184

340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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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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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용수철 저울(1개/모둠) 
1kg 또는 2kg의 저울을
사용함

모래 또는 콩이 담긴 유
리병(1개/모둠) 
물 속에 넣으면 가라앉아
야 한다.

음료수 캔, 벽돌, 돌멩이
(각 1개/모둠)

끈(3m정도/모둠)
물에 젖지 않는 것

가위(1개/모둠)

수조나 양동이(1개/모둠)

1. 물 속에서 물체를 들어본 경험을 이야

기한다.

2. 공기 중에서 물체를 들어본 경험을 이

야기한다.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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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 중에서 무겁던 물체도 물 속에서는 가벼워져 쉽게 들 수 있다.

2.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물체를 드는 데 필요한 힘이 작다.

wjD  fl

1. 용수철 저울로 벽돌을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 들었을 때 어느 경우에 눈금이 더 큰가?

① 공기 중에서 ② 물 속에서 ③ 같다

2. 물체를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 들어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 )

vuD  rk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보면, 물 속에서 들었을

때의 눈금이 작다.

1. ①

2.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더 작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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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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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 속에서의 무게와 압력

8. 물 속에서의 무게와 압력
활동 주제 차시 자료명 (내용 주제)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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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8

19

20

21

23

28

29

30

31

33
38

39

40

42

43
45

50

51

52

53

55

60

61

62

63

64

67

72

73

74

75

77

82

83

84

85

86

1. 여러 가
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1

실험 매뉴얼：물 속과 공기 중에서의 무게 비교 활동

보조 자료 개념해설：물체의무게는물속에서실제로줄어드는것일까?

학생 활동：보통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 깡통을 물에 넣으
면 어떻게 될까?

도전과제：물체를물속깊이집어넣으면무게가어떻게될까?

생활과 과학：잠수함의 원리

2. 물 속에
잠긴 모양
에 따라 물
체의 무게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2

보조 자료 개념 해설：비커의 물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

도전 과제：어떤 사람이 물에 더 잘 뜰까?

학생 활동：페트병을 반만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을까?

생활과 과학：잠수부의 장비

3. 물 속에
서 가벼워
진 물체의
무게의 차
이와 어
낸 물의 무
게비교하기

3

보조 자료 도전 과제：물 속에서 물을 담은 비닐 봉지의 무게는?

개념 해설：부력 이야기

생활과 과학：아르키메데스의 고민

학생 활동：배가 더 많이 잠긴 이유는?

참고 자료：아르키메데스와 부력

총괄 평가 평가 문항 / 낱말 퍼즐

4. 물이 누
르는 힘에
대하여 알
아보기

4
보조 자료 개념 해설：손가락으로 대서양을 어붙일 수 있을까?

도전 과제：배가 잘 뜨는 곳은?

학생 활동：U자 관에 물을 부으면 수면이 어떻게 될까?

생활과 과학：혈압 측정하기

5. 물이 누
르는 압력
의 방향에
대하여 알
아보기

5

보조 자료 도전 과제：원통 밑에 있는 유리판은 어떻게 될까?

수업 도우미：파스칼과 파스칼의 원리

생활과 과학：유압 잭

참고 자료：파스칼과 파스칼의 원리

학생 활동：파스칼의 원리 알아보기

6. 물을 이
용하여 여
러 가지 놀
이하기

6
보조 자료 개념 해설：페트병을 누르면 잠수함은 왜 가라앉을까?

생활과 과학：장 실과 자격루

도전 과제：물고기는 어떻게 뜨거나 가라앉을까?

학생 활동：많은 짐을 싣는 배 만들기

7. 접촉한
면적에 따
른 물체의
압력 비교
하기

7

보조 자료 개념 해설：코끼리와 하이힐 중 더 큰 압력은?

생활과 과학：자전거 바퀴가 자동차보다 더 큰 공기 압력
이 필요한 이유는?

도전 과제：흔적을 남기지 않기

참고 자료：사이펀의 원리

실험 매뉴얼：잠긴 모양에 따른 무게 비교 활동

실험 매뉴얼：부력의 크기에 대한 탐구 활동

실험 매뉴얼：수압의 크기에 대한 탐구 활동

실험 매뉴얼：수압의 방향에 대한 탐구 활동

실험 매뉴얼：잠수함 만들기 활동

실험 매뉴얼：접촉한 면적과 압력 비교 활동



단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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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 단원은 7차 교육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내용으로 주로 정지해 있는 물의 성질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물 속에서의 무게와 압력이라는 소재를 통해 부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부

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물의 압력이 물의 양과는 관계가 없고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며, 압력이 사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심화 학습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는 다르게 압력은 힘이 작용하는 넓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원인으로서 물체에 물이 미는 힘

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압력에 의한 효과라는 것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7가지 학습 주제와 관련된 실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료와

더불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차시별로 제시하 다.

ekSdnjS thro

내용 분류

활동 주제

단원 도입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
서 들어보기

1

2. 물 속에 잠긴 모양에 따라
물체의 무게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기

2

3. 물 속에서 가벼워진 물체
의 무게의 차이와 어낸
물의 무게 비교하기

3

4. 물이 누르는 힘에 대하여
알아보기

4

5. 물이 누르는 압력의 방향
에 대하여 알아보기

5

6. 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하기

6

7. 접촉한 면적에 따른 물체
의 압력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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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 속에서의 무게와 압력

1. 물 속에서의 압력

누르는 힘이라는 뜻의 압력(壓力)은 단위 면적당 작

용하는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유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가 운동하여 물체에 부딪치기 때문에 생긴다.

수압은 물의 깊이와 관계가 있지만, 학생들은 위쪽에

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수압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

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 어항 속에서 학생들은

(나)에 있는 붕어가 더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붕어가 있는 곳의 물의 깊이가 모두 같

기 때문에 압력은 모두 같다. 또한, 어떤 경우에 학생

들은 수압을 깊이와는 무관하게 전체적인 물의 양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2. 부력은 왜 생기는가?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라는 뜻의 부력(浮力)은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의 압력 때문에 나타난

다.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부력을 받는 이유는 물 속에서 압력은 물의 깊이가 깊은 곳일수록 더 크

기 때문이다. 다음 장의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체의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서로

같지만,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보다 작다. 따라서 물체에 위로 작용하

는 알짜힘인 부력이 생기게 된다. 이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따라서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는 어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한다.

물 속에서 밑면적이 S이고 높이가 h인 물체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P는

P＝ρ*h이다.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B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 ρ는 물의 도, *

는 중력 가속도, V와 M은 각각 어낸 물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다.

B＝PS＝ρ*hS＝ρV*＝M*＝ 어낸 물의 무게

ekSdnjS rorhkS

풍선에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

어항 속의 붕어가 받는 압력

기체 분자가 풍선에
부딪쳐 압력이 생긴다.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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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이 생기는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러므로 부력은 물체가 어낸 유체의 부피와 유체의 도에 비례한다. 즉,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가 어난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그러나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대개 물체를 옆으

로 뉘이면 더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거나 깊은 곳에 넣으면 압력 때문에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부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실제로 줄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물이 물체를 위로 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진다

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질량의 의미로서 무게와 부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피가 크면 무게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http://www.scienceall.com/science/：사이언스 올

http://www.edunet4u.net/top.html：에듀넷

■`참고 문헌

1. 수수께끼, 마술, 신화 속에 물리가 있다 (1996). 김인묵 역. 반도출판사.

2. 알기쉬운 물리학 강의 (1997). 공창식 등 역. 청범출판사.

3. 재미있는 물리 여행 1 (1988). 백윤선 역. 김 사.

4. 과학이 좋아지는 책 (1994). 과학의 집 기획위원회 역. 나라사랑.

ckArh wkfy

in
fo

rm
a
ti
o
n

물체의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
이 윗면에 작용
하는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부
력이 생긴다.

물 물

물벽돌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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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개념 역 ●`물 속에서 물체를 들어보면, 공기 중에서 드는 것보다 가벼워

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과정 역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

4∼5쪽

1/7 차시

4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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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의 무게 (g)

물 속에서의

무게 (g)

여러 가지

물체

1. 물 속에서

물체 들어보기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본 경험을 이야기하기

2. 물 속과 공기 중에서

물체 들어보기
용수철 저울로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의 무게 재기

3. 물 속과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비교하기

용수철 저울로 물 속에 잠긴 물체의 무게를 재면 공기 중

보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내기

▷물 속에 잠기는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와 공기 중에서 들어보기

물체를 물 속에서 들 때와 공기 중에

서 들 때의 다른 점：물 속에서 물체

를 들 때 더 가볍게 느낌

주지 않는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물 속에서와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재기

작은돌멩이

벽돌

음료수병

140

210

124

184

340

268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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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제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용수철 저울(1개/모둠) 
1kg 또는 2kg의 저울을
사용함

모래 또는 콩이 담긴 유
리병(1개/모둠) 
물 속에 넣으면 가라앉아
야 한다.

음료수 캔, 벽돌, 돌멩이
(각 1개/모둠)

끈(3m정도/모둠)
물에 젖지 않는 것

가위(1개/모둠)

수조나 양동이(1개/모둠)

1. 물 속에서 물체를 들어본 경험을 이야

기한다.

2. 공기 중에서 물체를 들어본 경험을 이

야기한다.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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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래나 콩이 든 유리병을 끈에 매달아

물 속에서 들어 본다.

4. 물 속에 잠긴 유리병을 물 밖으로 들어

올려 물 속에서 들어볼 때와 비교한다.

6. 물 속에 잠긴 벽돌을 물 밖으로 들어올

려 물 속에서 들어볼 때와 비교한다.

5. 벽돌을 끈에 매달아 물 속에서 들어본

다.

병이 물에 잠기되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

물체를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넣으면

손에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야기하게 한다.

물 속에서 들어볼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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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제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7. 돌멩이를 끈으로 묶은 다음 용수철 저

울에 걸어서 공기 중에서의 무게를 잰

다.
8. 용수철 저울에 매단 돌멩이를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 돌멩이의 무게를

재고, 공기 중에서의 무게와 비교한다.

10. 용수철 저울에 매단 벽돌을 물 속에

잠기게 한 후, 물 속에서의 무게를 재고,

공기중에서의무게와비교한다.

9. 벽돌을 끈으로 묶어서 용수철 저울에

매단 다음 공기 중에서의 무게를 잰다.

용수철 저울의 고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한다.

벽돌이 물에 완전히 잠기고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공기 중에서의 무게보다 물 속

에서의 무게가 더 적게 나간다.

공기 중에서의 무게보다 물 속

에서의 무게가 더 적게 나간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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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 중에서 무겁던 물체도 물 속에서는 가벼워져 쉽게 들 수 있다.

2.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물체를 드는 데 필요한 힘이 작다.

wjD  fl

1. 용수철 저울로 벽돌을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 들었을 때 어느 경우에 눈금이 더 큰가?

① 공기 중에서 ② 물 속에서 ③ 같다

2. 물체를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서 들어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 )

vuD  rk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보면, 물 속에서 들었을

때의 눈금이 작다.

1. ①

2.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더 작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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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제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면 공기 중에서보다 가벼워진다. 물체의 무게는 왜 가벼워졌을

까? 물이 담긴 비커 속에 돌멩이를 넣고 전체 무게를 재면 얼마가 될까?

물체의 무게는 물 속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것일까?

어떤 학생들은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공기 중에서보다 가벼워지는 것이 실제로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체의 무게가 물 속에서 가벼워지는 것은 물질의 양이 물

속에서 줄어들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물

체의 실제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잴 때 손으로 돌멩이를 받쳐주면 무

게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물 속에서는 물이 돌멩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

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돌의 무게가 800g이므로 돌이 든 비커의 무게는 1.8kg이

된다.

단원을 도입하는 본 차시에서는 부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물이 물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물체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중력)의 크기를 뜻하고,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을 말

한다. 지상에서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므로, 무게를 측정하여 질량을 추측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질량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지 않으므로, 무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물질의 양을 나타내며, 이 때 무게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g이나 kg 단위로 표시한다.

rosuA gotjF

물 속에서 든 돌멩이의 무게 측정하기

800g 500g

1.5kg 0.5kg

0

1kg

1.5kg 0.5kg

0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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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기(Prediction)：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를 설명하게 한다.

▶ 관찰하기(Observation)：관련 현상을 실제로 시범을 통해 보여주고, 그 결과를 관찰하게

한다.

▶ 설명하기(Explanation)：관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예상과 비교하여 관찰

결과를 설명하게 한다.

학생들은 대개 깡통이 금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두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물에 뜨는 빈 깡통을 연상하여 모두 물에 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물에 가라앉는 경우에

도 깡통을 옆으로 뉘어 집어넣으면 뜰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생은 실제 현상을 관찰한

후에도 부피가 같기 때문에 두 깡통의 무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이 끝난 후, 두

깡통이 어떻게 다른지 토의하거나 물 대신 알코올이나 진한 소금물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보통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 깡통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1. 예상하기：두 깡통을 물이 든 수조에 넣으면 어떻

게 될까?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2. 관찰하기：두 깡통을 수조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

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3. 설명하기：자신의 예상과 관찰 결과를 비교해 보

고,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보자.

gkRtoD  ghkFehD

두 깡통의 무게는? 

이 활동은 학생의 호기심이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후속 수업을 위한 선행 조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예상-관찰-설명(POE)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다.

지도상의 유의점

다이어트 음료수(예를 들어, 라이트 콜라)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므로 설탕을

사용한 것(예를 들어, 보통 콜라)보다 무게가 작다. 다이어트 음료수 깡통의 무게는 보통 음

료수 깡통보다 20-30g 정도 작다. 따라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수는 도가 물보다

조금 작고, 설탕을 사용한 음료수는 조금 크다. 즉, 다이어트 깡통은 물에 뜨고 보통 음료수

깡통은 가라앉는다.

정답 및 해설

반 번 이름



CMYK2 6-2 과학 보조자료 8권(1-2)  20 박수경B        C

20 주제 1. 여러 가지 물체를 물 속에서 들어보기

물체를 물 속 깊이 집어넣으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

무게가 10kg인 바위

덩어리가 수면 바로 아

래에서는 무게가 6kg이

라고 한다. 이 바위 덩어

리를 물 속에 더 깊이 집

어넣으면 무게가 얼마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 6kg보다 작아진다.

(나) 마찬가지로6kg이다.

(다) 6kg보다 커진다.

ehwjS  rhkwp

이 과제는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다음 차시 수업을 위한 진단 평가 과제로

제시하면 좋다. 투시 자료나 활동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소집단이나 전체 학급 토

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 과제의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학습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답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도록 한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한다. 학생들이 정답을 요구하면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실제로 확인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 보도록 유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물 속에 잠겨있는 바위 덩어리의 무게는 그 깊이와는 관계 없이 6kg이다. 그

렇지만 많은 학생은 직관적으로 물이 물체를 누르기 때문에, 물체를 물 속 깊이 집어넣으면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큰 압력으로 물체를 어내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물체를 위로 어주는 힘(부력)은 물체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

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물의 깊이와는 상관 없다. 다시 말해, 물체를 위로 어 뜨

게 하는 부력은 깊이와 상관 없이 물체가 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 위의 문제에서 바위에

작용하는 부력은 4kg이다.

정답 및 해설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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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어내는 물의 양, 즉 부력을 조정하면 물체는 물 속에서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다.

잠수함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부력을 변화시켜 물 위에 떠 오르거나 물 속 깊이 잠수하여

이동한다. 잠수함 전체의 도를 물의 도에 맞추거나 물의 도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하기

위해서 잠수함 내부에 있는 커다란 물탱크에 물을 넣거나 빼낸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고

잠수함이 어떻게 잠수하거나 부상하는지 살펴보자.

잠수함의 원리를 보여주는 위와 같은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림을 설명하는 간단

한 이야기를 써 보게 한다. 또는 줄 베르느 원작의‘해저 2만리’라는 책을 읽고, 프랑스 공상

과학 소설 작가인 줄 베르느의 잠수함에 대한 생각은 현대의 잠수함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꾸미게 한다.

1. 잠수함도 물 위에 떠있을 때는 철로 된

보통 배와 같다. 잠수함의 물탱크는 공기

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2. 잠수함을 물 속에서 가만히 떠 있게 하

려면 물탱크의 공기를 빼내고 물을 일부

분 채운다. 이 때 공기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잠수함 전체의 도는 물과 거의 비

슷하다.

3. 물탱크 속에 있는 남아있는 공기를 빼

내 더 작은 공기탱크 속에 압축하여 넣고

물탱크에 물을 채우면 잠수함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 잠수

함의 도가 물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이

다. 다시 물 위로 떠 오르려면 탱크의 물

을 펌프로 빼내고 그 대신에 공기가 채워

지도록 한다.

toDghkFrhk  rhkgkR

잠수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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