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계절에 따라 남중고도, 기온 그리고 밤낮의 길이는 어떻게 변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절기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을 나타낸 표를 보고 이

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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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쪽

4/8 차시

38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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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의 변화 알

아보기

2.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 등에 대한

그래프 작성·해석하

기

3. 계절에 따른 남중 고

도, 기온 그리고 낮의

길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태양의 남중 고도에 대해 알아보기

(56쪽의 그림을 보고)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57쪽의 절기별 태양의 남중 고도와 월평균 기온을 나타

낸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남중 고도, 일평균기온 그리고 낮의 길이 각각이 가장 높

은 절기(계절)와 낮은 절기(계절)를 알아보기

태양의 남중 고도, 기온 그리고 낮의 길이의 계절에 따른

변화 알아보기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와의 관계 알아보기

태양의 남중 고도와 일평균 기온과의 관계 알아보기

태양의고도가하루중가장높을때의고도

하루 중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의 고도

이때 그림자의 길이가 하루 중 가장 짧다.

(이 단원을 배우는 시기를 고려할 때) 추분과

동지 사이로 낮은 편이며, 앞으로 더 낮아질 것

이다.

여름(6월, 하지)에 가까울수록 태양의 남중고도

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기온도 높아진다.

하지(6월 21일) 또는 여름

태양의남중고도가높으면낮의길이도길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기온도 높다.

낮의 길이가 길면 기온이 높아진다.

과학 교과서 57쪽 표를 보고 왼쪽 그래프와 같

이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으나, 절기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 그리고 절기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별도의 그래프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활동 3-1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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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 고도란?

하루 중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의 온도

태양의 고도가 하루 중 가장 높

을 때의 고도

이 때 그림자의 길이가 하루 중

가장 짧다.

실물 화상기 (학급：1대)

모눈종이

(개인：2장)

사인펜 (모둠：1세트)30cm자 (개인：1개)

xkArn ghkFehD rhkwjD

동지일 때
남중 고도



실험 매뉴얼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1권(3-4)   39 혜원

혜원 39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1권(3-4)    CMYK2
B        C

B        C

39

2. 요즈음 우리 나라에서 태양이 뜨고 지

는 위치와 낮 12시경 태양의 위치를 교

과서 그림에 표시한다. 그리고 이들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에게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리게 할 경우 (활동 3-①과 ②), 실험관찰 38쪽의

그래프용지 대신 별도의 모눈종이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린 후 실험관찰 책에 풀로 붙인

다. ☞ 하나의 그래프에 남중고도와 일평균 기온을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 실험관찰

책에 직접 그리도록 한다. 이 때 남중고도는 왼쪽 세로축에 그리고 일평균 기온은 오른쪽

세로축에 나타낸다.

3-① 표(과학 57쪽)를 보고 절기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xkArn ghkFehD rhkwjD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

낮 12시경 태양의 위치

‘과학’57쪽의 표를 이용하여 오

늘은 추분과 동지 사이에 해당함

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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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② 표(과학 57쪽)를 보고 절기에 따른 일평균 기온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4. 작성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태양의 남중 고도와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때와 낮은 때를

알아본다.

5. 절기(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기온 및 낮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토의한 후 발

표한다.

xkArn ghkFehD rhkwjD

<참고> 지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년 중 남중고도는 하지

때 가장 높지만 일평균 기온은 입추일 때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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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의 남중 고도는 태양의 정남의 위치에 왔을 때의 고도이다. 이 때 하루 중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다.

2.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하지, 6월경,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을 때: 동지, 12월경, 겨울철

3. 대체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낮의 길이가 길며 기온도 높다.  

wjD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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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그림은 태양의 남중 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며, 기온도

높은 때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지 그 기호를 쓰시오. ( )

2. 위 그림에서 (가)와 (다)는 각각 동지와 하지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

에 해당하는 절기들을 적어 보시오.

(나)：(         ,         )

vuD  rk

(가)

(나)
(다)

1. 다

2. 춘분, 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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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과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는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한다. 그런데 보통‘고도’라 하면

‘높이’의 개념이 강해‘거리’로 오인하기 쉽다. 천문학에서 고도는 각의 크기(각거리)로 나

타낸다.

태양의 고도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달라진다. 지구는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이

지나는 길이 달라지고, 태양의 고도가 달라짐으로써 기온의 변화에 의한 하루의 기온 변화와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여름에는 평균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고, 겨울에는 평균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으며,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이다.

다음 그림을 통하여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계절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

다. 그림의 (가), (나), (다), (라)는 우리 지역(북반구)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태양에

대한 지구의 위치이다. 나)의 위치에서의 우리 지역(북반구)은 앞의 설명대로 여름인데, 자전

축이 기울어져 있음에 따라 태양을 향하고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 태양에 대한 지구의

다른 위치에 비해 같은 양의 빛을 좁은 넓이에서 받게 된다. 따라서 기온이 다른 계절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림자의 길이가 짧다. 또 (라)의 위치에서 우리 지역(북반구)은 겨울에

해당되며,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낮아 같은 양의 태양빛이

다른 위치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 받게 된다. 따라서 기온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다. (가)와 (다)의 태양의 고도는 거의 같고 (나)와 (라)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의 고도와 중간

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온도 (나)와 (라)의 위치에 있을 때 기온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봄

과 가을의 날씨는 덥거나 춥지 않은 생활하기에 알맞은 날씨를 나타낸다.

rosuA gotjF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고도

(가)

(나)

7.5도

1.7㎝ 15㎝

29도

(나)

(다)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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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고도와 남중고도

태양의 고도는 지평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한다. 그런데 보통‘고도’라고 하면

‘높이’의 개념이 강해‘거리’로 오인하기 쉽다. 천문학에서 고도는 각의 크기(각거리)로 나

타낸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태양이 정남의 위치에 왔을 때의 태양의 고도이다. 태양의 고도와 태양

의 남중고도는 다르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태양의 시간에 따른

고도 변화에서 태양이 정남의 위치에 왔을 때를 말한다. 태양이 정남의 위치에 왔을 때 태양

의 고도는 가장 높으며, 그림자는 정북방향으로 가장 짧게 생긴다. 또 태양의 남중고도를 정

오의 태양의 고도로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많으나 실제로 정오에 태양이 남중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자료는 태양이 정오에 남중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ckArh wkfy

태양의 남중고도 시각

측정일
1998
3.21

1998
4.20

1998
5.21

1998
6.22

1998
9.23

1998
10.23

1998
12.22

남중시각 12：35 12：20 12：30 12：30 12：30 12：20 12：35

천문역서
남중시각

12:39:25 12:31:06 12:28:37 12:33:56 12:24:38 12:16:30 12:30:24

1. 낮과 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낮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을 말하며, 해가 뜨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한다.

밤은 해가 지고서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직전까지를 말한다.

2. 태양의 고도와 낮의 길이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 즉, 고도는 가열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

타낸다. 그리고 낮의 길이는 가열하는 시간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에는 태양의 남

중 고도가 높고 낮이 길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받게 됨으로 기온이 높아진다.

tndjQ ehd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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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지나는 길과 남중고도 나타내기

다음 그림을 보고 춘추분, 하지, 동지의 태양이 지나는 길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ehwjS  rhkwp

월 일 3월 21일경 6월 22일경 9월 23일경 12월 22일경

절 기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남중고도 52도 75도 52도 29도

낮의 길이 12시간 7분 14시간 45분 12시간 8분 9시간 35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태양이 지나는 길이 춘추분, 하지, 동지가 왜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위의 표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하지인 경우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

고,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태양의 지나는 길이 길고 높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반면에 동지인 경우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태양이 지

나는 길이 짧고 낮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하지

춘분,추분

동

남 북

동지

서

반 번 이름



보조 자료

CMYK2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1권(3-4)   45 혜원

혜원 45 6학년 과학 보조자료 11권(3-4)    CMYK2
B        C

B        C

45

입춘(2월 4일경)：봄의 문턱

우수(2월 19일경)：빗물이 언 땅을 녹임

경칩(3월 6일경)：동면하던 동물이 깸

춘분(3월 21일경)：봄의 한가운데

청명(4월 5일경)：날씨가 맑음

곡우(4월 20일경)：봄비로 곡식을 살찌게 함

입하(5월 6일경)：여름에 들어섬

소만(5월 21일경)：만물이 자라서 가득 참

망종(6월 6일경)：모내기를 할 때

하지(6월 21일경)：여름의 한가운데

소서(7월 7일경)：더위가 본격화함

대서(7월 21일경)：더위가 혹독

입추(8월 8일경)：가을의 문턱

처서(8월 23일경)：더위가 지나감

백로(9월 9일경)：흰 이슬이 맺힘

추분(9월 23일경)：가을의 한가운데

한로(10월 8일경)：이슬이 차가워짐

상강(10월 23일경)：서리가 내림

입동(11월 7일경)：겨울의 문턱

소설(11월 22일경)：작은 눈이 내림

대설(12월 7일경)：큰 눈이 내림

동지(12월 22일경)：겨울의 한가운데

소한(1월 6일경)：작은 추위가 닥침

대한(1월 21일경)：큰 추위가 닥침

24절기의 날짜와 뜻

우리조상들은정확한계절의변화를알기위해 1년의길이를동짓날에서부터약 15일간격으로

24등분하고, 이를 24절기로 불 다. 24절기의 명칭은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특징을 담고 있어서

계절과기후가상대적으로중요한농촌에서는달력에나와있는 24절기를보고농삿일을한다.

toDghkFrhk  rhkgkR

1. 24절기

철새란 계절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는 새를 말한다. 이런 철새는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봄에 우리 나라에 와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가는 여름 철새에는 제

비, 두견새 등이 있으며 가을에 우리 나라에 와 겨울을 지내고 봄에 가는 겨울 철새에는 기

러기, 두루미, 청둥오리 등이 있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까닭은 대체로 온도, 먹이, 번식,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여러 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추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겨울철새는 이동하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먹이가 없어서 여름

철새는 이동한다.

※ http://www.junam.co.kr(주남저수지 사이버 자연사 박물관) 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

을 수 있다.

2. 계절과 철새

제비와 청둥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