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수평잡기를 이용하여 지레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힘의 평형 조건을 무게와 거리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

●`추의 무게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고, 수평을 이룰 때 무게

×거리가 같음을 말할 수 있다.

태도 역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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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제 2. 수평잡기를 하면서 지레의 원리 알아보기

78∼79쪽

2/7 차시

56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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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을 이룬 막대 양쪽

에 무게가 다른 추 달

아보기

무게가 다른 추가 수평을 이루게 하기

받침점까지의 거리와 무게 사이의 관계 말해보기

추의무게×축과의거리가같으면수평이된다.

예를 들어, 20×10의 값과 50×4의 값은

200으로 같다. 따라서, 수평을 이룬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받

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지레로 큰 바위 들어올리기

-장도리로 못 뽑기

-쇠지레로 기차 선로 들어올리기

받침점에서 침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보다 멀게 한다.

2. 추의 무게와 거리 사

이의 관계 알아보기
받침점까지의 거리와 무게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 보기

3. 아르키메데스 이야기

하기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무게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예 들어보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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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저울(1개/모둠) 여러 가지 추(20g 3개, 50g 1개, 100g 1개씩/모둠)

간이 양팔 저울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양팔 저울이 없을 때)
클립(3개/모둠), 30cm 플라스틱 자, 셀로판 테이프, 스탠드, 실(1개씩/모둠)

<30cm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양팔 저울 만들기>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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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점에서 추가 매달린 양쪽까지

의 거리를 재어 보게 한 다음 거리

가 같음을 알게 한다.

1. 양팔 저울 양쪽에 무게가 같은 추를 매

달아 수평이 되게 한다.

2. 양팔 저울의 한쪽에 매달린 추를 무게

가 다른 추로 바꾸어 매단다.

3. 과정2에서 매단 추의 위치를 바꾸면서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한다.

추가 매달린 거리가 같을 때,

저울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짐

을 알게 한다.

무거운 추가 축에 가깝고, 가벼

운 추가 축에서 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정성적으로 이

해하기).

양팔 저울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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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울 양쪽에 무게가 다른 추를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 축으로부터의 거

리를 잰다.

추의 무게×축으로부터의 거리

가 같을 때 저울은 수평을 이룬

다(정량적으로 이해하기).

20g×10cm=40g×5cm

50g×10cm=100g×5cm

20g×12cm=60g×4cm

20g×15cm=60g×5cm

20g×14cm=40g×7cm

20g

10cm

10cm

12cm 4cm

7cm

5cm

5cm

5cm15cm

14cm

40g
20g

60g

50g 100g 40g
20g

20g

60g

xkArn ghkFehD rhkwjD

잠깐!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었을 때의 축

으로부터의 거리가 다양하게 나타

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알게 하

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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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팔 저울의 원리

축에서 양쪽 추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축에서 양쪽 추까지의 거리가 다를 때

2. 수평을 이룰 때 추의 무게와 거리 사이의 관계

서로 다른 무게의 추가 수평을 이룰 때 가벼운

추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무거운 추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

“무게×거리”가 같으면 수평이 된다.

wjD  fl

1. 양팔 저울의 양쪽에 30g과 40g의 추를 각각 매달아 수평이 되게 하려면?

( )

2. 우리 생활에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편리한 도구의 예를 2가지 이상 들어라.

(                 )

vuD  rk

무거운 추를 축에 가깝게 옮기면 수평이 되게 할 수 있다.

양팔 저울

수평이면 두 추의 무게는 같다. 기울어진 쪽의 추가 더 무겁다.

50g 100g

⇨

1. 양팔 저울의 중심에서 30g의 추를 4cm 떨어진 곳에 매달면 40g의 추는 3cm

되는 곳에 매달려야 수평이 된다.    2. 곤돌라, 계단

10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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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제 2. 수평잡기를 하면서 지레의 원리 알아보기

지레의 원리 증명하기 - 아르키메데스의 방식

아르키메데스는 지레를 사용할 때 작용점의 위치가 받침점에 가까울수록 작은 힘이 든다

는 지레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증명하 다.

1. 막대의 양쪽에 같은 무게의 추를 매달아 수평이 되게

하려면 중심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매달아야 한다.

2. 1의 경우에서 왼쪽 추의 무게를 2배로 늘린다면 어느

위치에 매달아야 수평이 될까?

3. 막대의 중심에서 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무게 1의 추 두 개의 무게는 막대의 중심에 있

는 무게 2의 추로 바꾼 것과 같다.

4. 3의 사실을 2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여기에서 막대에 걸리는 총 무게는‘무게 1’과‘무게 2’를 합친‘무게 3’이라고 할 수 있

고, 이것은 다시 그림과 같이‘무게 1’의 추 3개로 나눠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5. 4에서 왼쪽의 추 두개만 따로 떼어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 왼쪽 막대에는‘무게 1(a)’와

‘무게 1(b)’의 중심에‘무게 2’가 걸려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게 2와

무게 1의 거리의 비는 1：2가 된다.

rosuA gotjF

끈

천정

무게`1 무게`1

거리`1 거리`2

무게`1
무게`2

끈

천정

무게`1 무게`1
무게`2

거리`2 거리`2

무게`1
(a) (b) (c)

무게`3

무게`1 무게`1

거리`2거리`1

무게`1
무게`1

(a) (b)무게`1

무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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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cm 길이의 막대가 있다고 하자.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은 10cm

지점이고 이것을 중심 (가)라고 하자. 막대에 중심 (가)를 표시하

고 나서 그림과 같이 왼쪽은 14cm, 오른쪽은 6cm가 되도록 자른다.

2. 잘라진 두 막대의 중심을 각각 잡으면 왼쪽 막대는 양쪽에서

7cm가 되는 지점, 오른쪽 막대는 양쪽에서 3cm가 되는 지점이

막대의 무게 중심이 된다. 이것을 각각 중심(나)와 중심 (다)라고

하자.

3. 두 막대를 중심 (나)와 중심 (다)를 기준으로 각각 90。회전시키

면 왼쪽 막대는 중심 (가)에서 3cm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 막대

는 중심 (가)에서 7cm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중심 (가)에서 두 막

대까지 거리의 비는 3：7이 된다.

4. 막대의 무게가 1cm당 1g이라고 가정하면 왼쪽 막대는 14g이 되

고, 오른쪽 막대는 6g이 되어 무게의 비는 14：6 = 7：3이 된다.

5. 3, 4번의 과정을 통해 거리의 비와 무게의 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며, 양쪽의 거리의 비

와 무게의 비를 곱하면 3(거리)×7(무게) = 7(거리)×3(무게)로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6. 막대를 지레에 적용시켜 보면, 중심 (가)는 받침점, 중심 (나)는 작용점, 중심 (다)는 힘점,

막대의 무게는 작용점과 힘점에 미치는 힘이 된다. 따라서 지레에서 양쪽의 힘×거리의

값이 서로 같을 때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레의 원리 증명하기 - 라그랑쥬의 방식

지렛대에서 힘의 크기와 거리의 관계를 알아볼 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자

료로 교과서 78쪽 실험 대신 활용할 수도 있다. 흔히 힘과 거리를 곱하여 양쪽이 같으면 수

평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의 수식으로만 지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제시된 과정대로 실험

해 보면 학생들이 힘과 거리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화 학습용

지도상의 유의점

tndjQ ehdnal

(가)

(가) (다)(나)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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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제 2. 수평잡기를 하면서 지레의 원리 알아보기

대저울과 천칭은 요즘에는 잘 이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집이

나 약재상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저울이다. 이러한 저울은 양쪽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여 물

체의 무게를 재는 것으로 수평잡기로 지레의 원리를 알아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1. 대저울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 평형을 이루었

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이다. 작은 저울(소칭)은 주로 약재나 금, 은 등의 무게를 측정하

는 데 이용했고, 중간 저울(중칭)은 곡물, 야채 등 생활용품을 측정하는 데 이용했으며, 큰

저울(대칭)은 쌀가마, 보리가마, 돼지 등 주로 무거운 물건을 다는 데 이용하 다. 대칭은 손

으로 들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틀에 걸어서 이용하 다.

toDghkFrhk  rhkgkR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

2. 천칭

천칭은 대의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저울판을 달아 한쪽에는 측정할 물건을 올려 놓고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아 저울대가 수평을 이루면 추의 무게를 그 물건의 무게로 정하는 저울

로 맞저울, 평형 저울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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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에 대한 오개념

널빤지 위에 물체를 올려 수평을 이루려면‘무게’

와‘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가)처럼 받침점

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무게가 같은 물체가 놓

여 있을 때 이 널빤지는 수평을 이룬다. 

또 그림 (나)처럼 양쪽 물체의 무게가 서로 다를 때에는 받침점에서 양쪽 물체까지의 거리

를 조절하여 수평을 이룰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무게 1은 20g에 해당하는 추의

무게라고 하자. 왼쪽 물체의 무게가 1, 거리가 2,

오른쪽 물체의 무게가 2, 거리가 1일 때 수평을

이룬다. 이 때, 수평을 이루는 값을 살펴보면 양

쪽의‘무게＋거리’또는‘무게×거리’값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초등 학생들이‘무게＋거리’의 개념이 옳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다)의 경우를 보면, 수평을 이루

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물체의 무게는 1, 거리는 4이고, 오른쪽 물체의 무게는 2, 거리는 2

가 된다. 이 때, 양쪽의‘무게＋거리’의 값은 같지 않다. 따라서 수평이 되려면 양쪽의‘무게

×거리’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또한 무게와 거리는 서로 더해질 수 있는 값이 아니며 무게와 거리를 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무게와 거리를 곱한 값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력(토크)이 된다. 

수평잡기를 하면서 지레의 원리를 알아보는 내용을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양쪽의‘무게＋

거리’의 값이 같으면 수평을 이룬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러한 오개념은 위와 같이 실험을 통해 양쪽의‘무게＋거리’의 값이 다르면서 수평을 이루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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