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물 속에 잠긴 물체에는 수압이 작용함을 말할 수 있다.

●`물이 깊어지면 수압이 커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과정 역 ●`수압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다.

●`물줄기의 세기를 통해 수압의 세기와 관련된 변인을 추리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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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쪽

4/7 차시

8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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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의 깊이와 물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알

아보기

높이가 다르게 구멍을 뚫은 페트병을 물 속에 넣어 안으

로 들어오는 물줄기 관찰하기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의 구멍으로 나가는 물줄기의 세기

관찰하기

1. 잠수정이 필요한 이유

알아보기

잠수부가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갈 수 없는 까닭 알아보

기

2. 물 속에서의 수압을 확

인하는 실험 설계하기

유리컵을 비닐 봉지로 싸서 물 속에 넣었을 때, 비닐의

모양 관찰하기

물의 깊이가 깊을

잠수할 때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

비닐 장갑을 끼고 물 속에 넣을 때 비닐이

달라붙는 경우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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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1개/모둠) 
투명한 것으로 준비한다.

유리컵(1개/모둠) 
비닐 봉지 안에 넣을 작
은 투명한 유리컵

비닐 봉지(1개/모둠)

수조나 양동이(1개/모둠)

송곳(각 1개/모둠)

1. 물 속 깊이 잠수할 때에 생기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2. 깊은 바닷속을 잠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

사하기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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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 봉지에 투명한 유리컵을 넣는다.

1. 페트병에 높이가 다르게 뚫을 구멍의

위치를 싸인펜으로 표시한다.

2. 수조에 물을 넣고 유리컵을 넣은 비닐

봉지를 물에 넣고 비닐 봉지의 모양을

관찰한다.

2. 페트병에 표시한 위치에 송곳으로 조심

스럽게 구멍을 뚫는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 다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송곳을 불에 달

구어서 뚫으면 쉽게 뚫을 수 있다.

제일 위의 구멍은 수조의 물 높이

보다 높지 않게 한다.

사인펜

손

xkArn ghkFehD rhkwjD

활동 1. 물의 압력 확인하기

활동 2. 물의 깊이에 따라 물의 압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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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으로 입구를 막고 구멍이 뚫린 빈 페

트병을 물이 채워져 있는 수조에 넣는다.

5.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수조 밖으

로 꺼낸다.

4. 입구를 막고 있던 손을 치우고 페트병

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물줄기의 세기

를 관찰한다.

6. 페트병의 구멍을 통해 뻗어나가는 물줄

기의 세기를 관찰한다.

아래쪽의 구멍일수록 센 물줄기가 들

어온다.

아래쪽의 구멍일수록 물줄기가 세다.

xkArn ghkFehD rhkwjD



실험 매뉴얼

박수경 49 6-2 과학 보조자료 8권(3-4)    CMYK2 B        C

49

1. 물 속에서 물이 누르는 힘을 물의 압력 또는 수압이라고 한다.

2.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물의 압력은 커진다.

wjD  fl

1. 물 속에 있는 물체에는 물이 누르는 힘을 받게 되는데, 물이 누르는 힘을 무엇이라 하는

가?

( )

2. 물의 깊이에 따라 물이 누르는 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 )

3. 구멍이 세 개 뚫려 있는 빈 페트병을 물이 담긴 수조 속에 넣었다. 페트병 속의 물줄기를

예상하여 그려 보아라.

vuD  rk

1. 물의 압력 또는 수압

2. 물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물이 누르는 힘은 커진다.

3. 과정 4(48쪽)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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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는 한 소년이 제방에 생긴 구멍을 막아 대서양의 바닷물로부터 마을을 구한 얘

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떻게 그 작은 손가락으로 그 넓은 북해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손가락으로 대서양을 어붙일 수 있을까?

학생들은 대개 수압이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물의 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압력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이 누르는 힘이 커진다고 생

각한다. 그렇지만 유체의 압력은 유체의 양과는 관계가 없

고 깊이와 유체의 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도가 ρ인 유체로 채워진 사각

기둥의 무게는 W＝ρV*이므로, 밑면 S가 받는 압력은

P＝ρ*h가 된다. 그러면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1m인 곳에

서 넓이가 1cm2인 구멍이 제방에 났다고 가정하고, 소년

이 그 구멍을 막는 데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자.

넓이가 1cm2이고 높이가 1m인 물기둥의 질량은

100g이므로 구멍을 막는 데 필요한 힘은 1N(뉴턴)

이다. 깊이가 1m인 곳에서 물의 압력은 1N/cm2이

기 때문이다. 소년의 무게가 400N(=질량 40kg의

무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려드는 대서양의 물

을 손가락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rosuA gotjF

대서양을 어붙인 소년

압력의 단위：압력은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이므로 압력의 단위는 N/m2이다. 압력

의 국제 표준 단위(SI)는 유체의 특성을 알아내는 데 공헌한 17세기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사용한다. 1Pa(파스칼)은 1N/m2의 압력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단위이다. 보통

은 1000Pa을 나타나는 1kPa을 많이 사용한다. 1기압은 100kPa에 해당한다. 깊이가 10m인

제방에 뚫린 구멍에서의 수압은 10kPa이 된다.

h

S V=Sh
W=ρV*

P`=    =` =`ρ*h
W
S

ρV*
S

밑면 S에 작용하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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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잘 뜨는 곳은?

호숫가에서 세 학생이 뱃놀이를 하며 깊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의

상황을잘살펴보고세학생의의견에대한자신의생각을친구들과함께토의해봅시다.

ehwjS  rh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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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위한 도입 단계나 정리 및 평가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그림

을 복사하여 OHP 자료나 활동지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모둠별로 자신의 생각을 토

의하고 그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능하

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준다. 도입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정답을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정리나 평가 단계에서 다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도록 한다. 토의 활동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를 제공

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기보다는 유도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가능하면 알루미늄 호일로 배를 만들어 설명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배가 물 속에 잠기는 깊이는 배의 총 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물의 깊이와 관계

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깊은 곳에서 배가 더 잘 뜬다고 생각한다.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더 크기 때문에 배를 위로 더 잘 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가 떠 있기 위해서는 배의 무

게에 해당하는 양만큼 물을 어내어 배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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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 관에 물을 부으면 수면이 어떻게 될까?

1. 예상하기：그림과 같은 모양의 U자 관의 한 쪽에 물을 부

으면 수면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2. 관찰하기：U자 관에 물을 부을 때 수면이 어떻게 되었는

지 이야기해 보자.

3. 설명하기：자신의 예상과 관찰 결과를 비교해 보고, 어떻

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보자.

■ 이번엔 U자 관의 한 쪽을 고무 마개로 막고 다른 쪽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자.

gkRtoD  ghkFehD

이 활동은 본 차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한 심화 활동

과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학급을 위한 과제보다는 분단 과제로서 활용하거나 본 차시

의 수업 후에 가정 학습 과제로서 제시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U자관 대신에 투명한 비닐 호

스를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U자관에 물을 부으면 물을 부

은 쪽의 수면만 높아지지 않고 양 쪽의 수

면이 같아진다. 대개 학생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양 쪽 수면을 누

르고 있는 기압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

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수면의 높이 차가

생기면 수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물을 부은 쪽의 수면이 높아진다면, (가)점의 수압이 (나)보다 커져

서 물은 수면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수면의 높이가 같아진다. 그렇지만 한 쪽이 막힌 경우

에는 물을 부은 쪽의 수면이 높아지게 된다. (가)점의 수압이 커지면서 막힌 쪽에 들어있는

기압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막힌 쪽의 공기가 두 수면의 높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만큼 물을 (가)쪽으로 어주게 된다. 관의 양 쪽이 터진 경우에는 수면이 높아진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므로 기압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깊이에 따른 수압의 차이

(가)점에서의 깊이가

(나)보다 깊기 때문에

수압은 (가)쪽이 크

다. 따라서 물이 (나)

쪽으로 이동하여 수면

의 높이가 같아지게

된다.

(가) (나)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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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한다.

혈압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전형적으

로 건강한 사람의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은 각각 120

mmHg, 80mmHg이다. 이와 같은 혈압은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앉아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매

를 걷고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혈압계의 압박대를 감아야

한다. 그러면 혈압을 측정할 때 심장과 같은 높이의 팔뚝

에서 혈압을 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몸을 굽혀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면 손등에

있는 정맥이 튀어나와 보이고, 머리 위로 손을 올리면

사라져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압력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손을 심장의 높

이보다 아래로 내리면 깊이가 깊어져 혈관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혈관이 팽창하여 튀어나와 보이

게 된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거나 확장할 때의 압력을 측정

하는 것이므로, 심장보다 낮은 곳에서 혈압을 재면 더

높게 나오고 높은 곳에서 재면 더 낮게 나온다. 따라서 심장과 같은 높이에서 혈압을 측정해

야 한다.

혈압 측정하기

혈압을 재려면 먼저 압박대를 팔뚝에 감고 공기 펌프로 압박대 속의 고무주머니에 공기를 주

입한다. 공기의 압력에 의해 압박대의 주머니가 팔뚝을 조이면 동맥에 흐르는 피가 멈추게

된다. 이 때 압박대 속의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혈관에서 피가 흐를 때의 소

리를 청진기로 듣고 그 순간 수은 압력계의 압력을 잰다. 그 소리는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동맥으로 분출할 때의 소리이고, 그 순간의 압력은 최고 혈압이 된다. 혈관의 압력이 계속

떨어져서 소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다시 수은 압력계의 압력을 잰다. 이 때의 압력은

바로 최저 혈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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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측정하기

혈압 측정하기

수은 압력계의 구조

기체의
압력 높이의 차는

기체 압력의
크기를 나타
낸다. 

120mmHg는 수은 압력계의 높이
차가 120mm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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