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물에 뜨는 물체의 부피와 무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압력을 작용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하여 물

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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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제 6. 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하기

14∼15쪽

6/7 차시

11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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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속에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장난감 만들

기

내가 조정하는 잠수함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고무 찰흙으로 물에 뜨는 배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3. 병 속에서 뜨고 가라

앉는 잠수함의 작동

원리 알아보기

내가 조정하는 잠수함 만들기

고무 찰흙으로 물에 뜨는 배 만들기

1. 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의 특징 알

아보기

물에서 사용하는 구명 조끼, 잠수함, 배 등의 특징에 대

해 알아보기

손으로 누르는 압력에 의해 빨대 속의 공

기의 부피가 작아져 빨대 속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잠수함은 가라앉게 된다.

배 안의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야 많은 짐

을 실을 수 있다.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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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제 6. 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하기

페트병(1개/개인) 

클립(7개/개인) 

수조(1개/모둠)

유리컵(1개/모둠)

빨대(1개/개인)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고무 찰흙(각 1개/모둠)

유리 구슬(5개/모둠)

가위(1개/모둠)

1. 빨대를 10∼15cm 정도로 알맞게 자른

다.

2. 자른 빨대의 양 끝에 클립을 끼운다.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활동 1. 내가 조정하는 잠수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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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이 든 페트병에 빨대 잠수함을 넣는

다.

4. 빨대 잠수함을 유리컵의 물에 넣어 뜰

수 있도록 클립으로 조절한다.

6. 빨대 잠수함을 넣은 페트병의 뚜껑을

닫는다.

빨대에 끼운 클립의 수를 조절하

여 빨대의 뾰족한 가운데 부분이

물의 수면에 가깝게 한다.

가능하면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

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빨대 잠

수함을 가라앉히기 어렵다.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

개를 하여야 한다. 

3. 빨대 양 끝의 클립을 다른 클립으로 연

결하고, 이 클립에 클립을 몇 개 더 끼운

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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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제 6. 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하기

7. 페트병을 두 손으로 누르면 빨대 잠수

함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한다.

1. 고무 찰흙을 둥 게 뭉쳐 수조의 물에

넣고 관찰한다.

8. 빨대 잠수함이 떠 있을 때와 가라앉았

을 때, 빨대 속에 들어 있는 물의 높이를

비교하여 관찰한다.

2. 고무 찰흙을 배 모양으로 만든 후, 물

위에 띄워 보고, 그 위에 유리 구슬을 올

려 놓아본다.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의 빨

대 속의 물높이가 더 높다.

배 모양으로 만들면 유리 구

슬을 올려 놓아도 고무 찰흙

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xkArn ghkFehD rhkwjD

활동 2. 고무 찰흙으로 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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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조정하는 잠수함이 아래위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까닭:

① 손으로 누르면 압력에 의해 빨대 속의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 잠수함이 가라앉는다.

② 누른 손을 떼면 다시 압력이 작아져 빨대 속의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 위로 떠 오르게 된

다.

2. 같은 무게의 고무 찰흙이라도 물에 잠기는 부피를 크게 할

수록 물에 잘 뜰 수 있으며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다.

wjD  fl

1. 페트병을 두 손으로 누르면 빨대 잠수함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 )

2. 빨대 잠수함이 떠 있을 때는 빨대 속 공기의 부피가 (        ), 가라앉을 때는 빨대 속 공

기의 부피가 (          ).

3. 공 모양의 고무 찰흙은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고무 찰흙을 물에 뜰 수 있게 하는 방법

은 무엇인가?

( )

vuD  rk

1. 잠수함이 밑으로 가라앉는다.     2. 크고, 작다 3. 고무 찰흙을 배 모양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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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제 6. 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하기

빨대로 만든 잠수함을 페트병 속

에 떠 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페트병을 누르면 떠

있던 잠수함이 왜 가라앉을까요?

페트병을 누르면 잠수함은 왜 가라앉을까?

빨대로 만든 잠수함은 잠수함의 무게와 부

력이 평형을 이루어 물 위에 떠 있게 된다. 이

때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은 잠수함이 어

낸 물의 무게와 같다. 

만일 페트병을 손으로 누르면 파스칼의 원

리에 의해 증가한 압력이 사방으로 전달된다.

액체는 일반적으로 압축이 거의 되지 않지만

기체는 쉽게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빨대 속

에 있는 공기는 증가한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빨대 속으로 물이 차

오르게 된다. 그러면 잠수함이 어낸 물의 부피가 줄어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이 잠수함의

무게보다 작아져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또한, 잠수함이 아래로 가라앉을수록 수압이 증가하므로 시험관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계속 작아져 부력도 처음보다 더 작아진다. 이와 같이 물의 깊이에 따른 수압의 변화로 공기

의 부피가 달라지므로, 페트병을 누르는 힘을 조절해서 빨대 잠수함을 페트병 중간에 가만히

떠 있게는 거의 할 수 없다.

학생들은 시험관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 변화보다는 잠수함이 뜨거나 가라앉는 것에 주목

하기 쉽기 때문에 교사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관찰을 유도하고, 공기의 부피

변화가 어낸 물의 양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추리하도록 지도한다.

rosuA gotjF

페트병 잠수함

부력

떠 있는 경우 가라앉는 경우

무게

부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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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동래현의 관노 출신인 장 실(將英實)은

그 재능이 뛰어나 세종에게 발탁되어 궁중 기술자로

일하 다. 그는 세종의 명을 받아 천체의 운행과 위

치를 측정하는 혼천의, 자동 시보 장치인 자격루,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 강물의 수위를 재는

수표 등을 제작하고, 새로운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주조하는 데 공헌을 하 다. 

자격루(自擊漏)는 스스로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뜻으로 일종의 자동 시보 장치이다.

1434년 세종 16년 왕명으로 장 실과 이천 등이 처

음으로 제작한 이 시계는 시(時), 경(更), 점(點)에

따라 자동으로 종, 징,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도록

설계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자격루는 물을 내보내는 물통인 파

수호(播水壺) 4개, 물을 받는 물받이통인 수수호(受

水壺) 2개로 이루어졌고, 수수호에 살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높이가 되면 미리 장치된 격발

장치가 작동하여 쇠알을 떨어뜨려 저절로 시각을 알려주게 하 다. 

현재 국보 제229호로 지정되어 덕수궁의 보루각에 남아 있는 자격루는 1536년 중종 31년

에 만든 것으로 세종 때보다 크기가 작고 파수호도 1개가 줄었으며, 그 모습은 우리가 사용

하는 만 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다.

자격루의 핵심은 소파수호이다. 대파

수호에서 물이 직접 수수호로 들어가게

되면 통에 채워지는 물의 높이가 일정하

게 변하지 않는다. 중간에 소파수호를

설치하고 소파수호에 늘 물이 가득 차서

흐르게 하면, 물의 높이가 일정하므로

물통에서 수수호로 흐르는 물의 양이 항

상 일정하게 된다. 

toDghkFrhk  rhkgkR

장 실과 자격루

보루각의 자격루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파수호

처음 수위

대파수호 소파수호

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줄기가 약해진다.

수위가 일정하면
흘러나오는 물줄기도
일정하다.

처음 물줄기



물고기는 어떻게 뜨거나 가라앉을까?

대부분의 물고기는 거의 일정한 깊이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거의 변화

가 없다. 그렇지만 어떤 물고기는 낮에는 바다 밑

에 머물러 있지만, 밤에는 먹이를 얻기 위하여 수

면 가까이로 헤엄쳐 올라가야 한다. 이때 물고기는

몸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

다. 딱딱한 뼈를 갖고 있는 경골 어류는 오랜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그러한 압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다. 

그러면 물고기도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뜨거나

가라앉을까? 물 속에서 뜨거나 가라앉기 위해서는 몸의 부피를 변화시켜 어내는 물

의 양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때 어낸 물의 무게만큼 위로 작용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물고기는 이와 같은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등 쪽에 부레라고 부르는 공기 주머니

를 가지고 있다. 이 공기 주머니가 커지면 물고기의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부력이 커져

떠 오르게 된다. 보통 소화관에 연결된 부레는 기체를 소화관으로 내보내거나 소화관

에서 빨아들인다. 소화관과 연결되지 않은 부레는 혈액을 통하여 기체를 흡수하거나

내보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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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1. 대부분의 물고기가 거의 일정한 깊이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 2.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되면 부레가 부풀

어 죽게 됩니다. 부레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음 3. 부력이란 무엇인가?

공작 활동을 먼저 끝낸 학생들에게는 보충 과제로 제시하고 나머지 학생들

에게는 가정 학습 과제로 부과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1. 물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2. 압력이 작아져서 부레

속에 들어있던 공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3. 물이 물체를 위로 미는 힘으로 어낸 물

의 무게와 같다.

정답 및 해설

아가미 부레

부레

기도

창자

장

물고기와 부레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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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짐을 싣는 배 만들기

평가 방법：개인별 또는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수

행하게 한다.

시간：30분

준비하기：학생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알루미늄 호일과 유리 구슬을 준비하고, 학

생 자신이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물

이 든 수조를 준비한다.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행 평가지를 미리 만든다. 

과제를 수행하기：학생들에게 수행 평가지를 배부한다.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여 많은 짐

을 실을 수 있는 배의 모양을 설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배를 만들고, 실험을 통해

가장 많은 동전을 실을 수 있는 배의 모양을 알아내도록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배의

모양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토의를 증진시키기：실험이 끝난 후에 짐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의 특징에 대하여 토

의하도록 한다.

평가하기：학생들의 수행 과정과 토의 과정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수행 지표를 기준으

로 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한다.

gkRtoD  ghkFehD

수행 지표

1.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여 물 위에 잘 뜨는 배 모양을 만든다.

2.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배가 뜨는 것은 배의 무게가 어낸 물의 무게와 같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3. 처음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배의 모양을 찾아낸다.

4.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배의 특징을 어낸 물의 양을 많게 할 수 있는 것과 관련지

어 설명한다.

반 번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