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차이점·비슷한 점 및 장·단점을 말

할 수 있다.

●`오늘의 일기 예보를 실제 날씨와 비교할 수 있다.

과정 역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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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30 주제 3. 일기도와 실제 날씨 비교하기

기상 위성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http://www.kma.go.kr/kmas/study/blue_m02/7_center_1_1.htm

ryrhktj

20∼21쪽

3/7 차시

16∼17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1. 기상 위성

2.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차이점·비슷한 점 및

장·단점

3. 오늘의 일기 예보와

실제의 날씨 비교

기상 위성의 역할 알아보기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차이점·비슷한 점 및 장·단점 알

아보기

오늘의 일기 예보와 실제의 날씨 비교해 보기

신문일기도

TV일기도

어떤지역의

날씨를 대략적

으로 한눈에 볼

수있다.

차이점 비슷한점

구름 사진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모습

일기도
날씨를 자세히 나
타낸모습

날씨의 상태와 변
화를알수있다.

국번없이 131번을 활용하여 오늘의 일기

예보를 알아본 후 실제의 날씨를 비교해

보도록한다.

현재시각의

날씨를 알 수 없

다.

전화 131

라디오

일기예보

인터넷

일기예보

현재시각의

날씨를 알 수 있

다.

어떤지역의

날씨를 대략적

으로 한눈에 볼

수없다.

장점 단점

구름 사진

어떤지역의
날씨를 대략적으
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일기도
어떤지역의
날씨를 자세히 알
수있다.

한눈에쉽게
날씨를 알 수 없
다.

어떤지역의
날씨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알 수
없다.

gkRtmQ 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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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B        C

31실험 매뉴얼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이다.

구름이 끼여 있고 흐린 날씨이다.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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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제 3. 일기도와 실제 날씨 비교하기

우리 나라가
고기압일 때의
구름 사진

우리 나라가
저기압일 때의
구름 사진

우리 나라가
고기압일 때의
일기도

우리 나라가
저기압일 때의
일기도

기상 위성은 지구 상공의 구름 상태를

관측하여 지상에 자료를 전송한다.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기상 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교재 36쪽을 참고
1. 기상 위성의 역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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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험 매뉴얼

2.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차이점 및 비슷한 점에 대해 알아본다.

3.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구름 사진 일기도

차이점
어떤 지역의 하늘에 떠 있는 전체적인

구름의모습을나타낸것이다.

어떤 지역의 기압과 날씨를 기호와 숫

자로나타낸것이다.

비슷한 점 날씨의변화를나타낸다.

장점

어떤 지역의 날씨를 대략적으로 한눈

에 볼 수 있다.

장점

어떤 지역의 날씨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날씨

구름이 떠 있는 상태를 알게

해준다

전체적인 날씨는 알 수 있으나, 자

세한 날씨는 알기 힘들다.

알 수 있는 날씨

어떤 지역의 기압, 풍속, 구름의 양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단점

어떤 지역의

날씨에

대하여 자세

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단점

한 눈에

쉽게 날씨를

알 수 없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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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제 3. 일기도와 실제 날씨 비교하기

◇ 일기 예보와 실제 날씨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이동 경로와 이동하는 속도를 정확히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 일기 예보가 실제 날씨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날씨와 관련된 변인들이 너무 많고, 이러한

변인들(예：기온, 기압, 바람, 습도 등)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름 사진과 일기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오늘의 일기 예보와 실제의 날씨를 비교해 본다.

전화 131번을 걸면 지역의

일기 예보를 수시로 알아볼

수 있다.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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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실험 매뉴얼

1. 기상 위성은 기상을 관측한 후, 관측 자료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2. 구름 사진과 일기도의 특징

3. 일기 예보와 실제 날씨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wjD  fl

1. 구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지역의 날씨를 대략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

2. 일기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지역의 날씨를 자세히 알 수 있다. )

3. 일기 예보와 실제 날씨가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 공기가 이동하여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지형적인 향으로 좁은 지역에서는 전체

적인 날씨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vuD  rk

장점 단점 차이점 비슷한점

구름 사진

어떤 지역의 날씨

에 대해 대략적으

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떤 지역의 날씨

에대해자세한정

보를알수없다.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

낸것이다.

일기도

어떤 지역의 날씨

를 자세히 알 수

있다.

한눈에 쉽게 날씨

를알수없다.

기압과 날씨를 기

호나 숫자로 자세

히나타낸것이다.

날씨의

변화를

나타낸다.

1. 지역의 날씨를 대략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2. 어떤 지역의 날씨를 자세히 알 수 있다.

3. 공기가 이동하여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지형적인 향으로 좁은 지역에

서는 전체적인 날씨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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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제 3. 일기도와 실제 날씨 비교하기

1.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른가?

① 날씨：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각의 대기의 상태

예)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운량, 습도 등

표현 방법) 2003년 3월 21일 12：00 현재 서울 지방에는 맑고 바람이 약하며, 기온은

12℃, 습도는 35%이다.

② 기후：특정 지역에서 장기간(보통 30년) 동안의 대기의 평균 상태

예) 열대 기후, 온대 기후, 한대 기후,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등

표현 방법) 우리 나라는 온대 기후이고, 태국은 열대 기후이다.

2. 기상 위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① 기상 위성

－기상 관측 및 관측 자료를 전송, 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공 위성

－통상 적도 지표면에서 약 36,000km 상공에 머물러 있으며 지구의 자전 주기와 위성의

공전주기가 같다(결국 지구상의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관측할 수 있음). 

② 최초의 기상 위성 타이로스(TIROS, Television and Infrared Observation

Satellite)：주반구(晝半球)는 텔레비전으로 촬 하고 야반구(夜半球)는 적외선 검지기로

지표에서의 적외선 복사를 측정하여 지표면의 구름의 분포를 식별하는 것이 타이로스의

주임무 다. 이 위성은 대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실용 위성이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관리하 다.

③ 우리 나라는 현재(2003년 5월 22일 09시부터) GOES－9호 위성(1995. 5. 23. 발사, 미

국)의 상을 이용하고 있다.

rosuA gotjF

자료출처：http://www.earth.nasa.gov/history/tiros/tiros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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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보조 자료

다음 자료는 기상청(http://www.kma.go.kr) 홈페이지에서 얻은 구름 사진과 일기

도이다.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2003년 6월 11일 16시 29분 NOAA 한반도 적외 상

2003년 6월 11일 21시 지상 일기도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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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제 3. 일기도와 실제 날씨 비교하기

최근의 구름 사진과 지상 일기도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

kr)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자료는 수업을 도입할 때나 정리 단계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을

복사하여 투시(TP) 자료나 활동지 형태로 아동들에게 제시하고, 아동들이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어 발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TP를 활용할 경우 구름 사진과 일기도를 따로 따로 복사하여 겹쳐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때에는 상대적인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약간 조정하거나 교사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지도상의 유의점

▶ 지상 일기도의 특성(기상청 제공 자료의 경우)

－지상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를 기입하여 분석한 것으로, 고·저기압이나 전선 등의 위치

를 파악하고 바람, 기온, 강수 현상 등의 분포를 파악한다.

－등압선은 1000hpa을 기준으로 4hpa 간격의 실선으로 그리며, 청색으로 표시한다.

－기온, 노점 온도, 풍향, 풍속, 해면 기압, 기압 변화량은 녹색으로 표시한다.

－기상 현상：녹색은 강수, 황색은 안개, 갈색은 황사 등으로 표현한다.

▶ 일기도를 이용하여 일기 예보가 가능한 이유

위의 그림과 같이 전선, 고기압, 저기압 등은 편서풍(우리 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바람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의 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대개 서쪽의 날씨를 알면 동쪽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경험에 의하여 고기압은 맑은 날씨, 저기압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 전선면에는

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일기 상태를 말할 수 있다.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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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보조 자료

흐리거나 비가 올려고 할 때를 예보할 수 있는 일기 속담

<저기압에 대한 일기 속담>

저기압이 되면 중심 부분에 상승 기류가 작용하여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일기 속담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 통계 조사에 의하면 청개구리의 울음 소리를 들은 지 약 30시간 이내에 비가 올 확률은

70 % 정도가 된다고 한다. 

▶ 제비나 잠자리가 땅 가까이 날면 비가 온다. 

→ 비가 오려고 하면 곤충들이 땅 위에서 움직이므로 제비가 낮게 난다.

▶ 개미가 줄을 지어 지나가면 비가 온다. 

→ 개미가 기압이 낮아지면 호흡에 지장을 받아 땅 위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면 개미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안전한 잔디 밑이나 나무 그늘 밑으로 피난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 물고기가 물위로 입을 내 놓으면 비가 온다.

→ 기압이 낮아지면 물 속의 산소가 적어지므로 물고기가 물 위로 나와서 호흡을 하는 것

으로 생각한다. 기압이 낮아져서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올 징조라고 할 수 있다. 

▶ 폭풍우가 다가오면 충치나 몸에 있는 상처가 아프다.

→ 기압이 내려가므로 신경통이 도진다.

▶ 밥풀이 식기에서 깨끗이 떨어지면 비가 온다. 

→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 식기에 얇은 물의 막이 생기므로 밥풀이 쉽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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