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도르래를 지레의 세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레의 원리로 도르래를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차이를 지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역 ●`일상 생활에서 도르래를 사용한 예를 찾아 보려는 태도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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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르래를 지레의 세

점으로 나타내기
도르래의 각 점을 지레의 세 점으로 나타내기

2. 도르래를 지레로 설명

하기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차이를 지레의 원리로 설명

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같다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받침점

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와 같기 때문

받침점—힘점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

받침점—힘점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 ☆

☆

☆ ☆
☆

×

× ×
×

×

×

○ ○

○ ○
○

○



CMYK2 6-2 과학 보조자료 13권(5-7)  48 박수경

박수경 48 6-2 과학 보조자료 13권(5-7)   CMYK2 B        C
B        C

48 주제 5. 지레의 원리로 도르래 설명하기

1. 물체를 들 때 힘의 이득이 있는 지레 찾기 세 점 사이의 거리로 힘의 이득이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

a b a〓 b a b

- 물체를직접드는것보다더

많은힘이든다.

- 힘의이득이없다.

- 물체를직접드는것과같은

크기의힘이든다.

- 힘의이득이없다.

- 물체를직접드는것보다더

작은힘이든다.

- 힘의이득이있다.

작용점

받침점

힘점

a ab b b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도르래(1개/모둠)

100g 추(1개/모
둠)

용수철(1개/모둠)

실(1개/모둠)

30cm 자(1개/모둠)

스탠드(1개/모둠)

a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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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도르래에서 세 점의 위치 찾기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도르래를 단순화하여 지레나 수

평잡기의 모형으로 나타내면 세

점을 찾기가 쉽다.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작용점

받침점

받침점

힘점

힘점

xkArn ghkFehD rhkwjD

☞두 도르래에서 세 점의 위치가 다르다!

▶고정 도르래：작용점-받침점-힘점

▶움직 도르래：받침점-작용점-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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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도르래에서 힘의 차이를 세 점 사이의 거리로 설명하기

고정도르래 지 레

받침점에서힘점까지의거리(a)=받침점에서작용점까지의거리(b)
받침점으로부터힘점과작용점이각각같은거리만큼떨어져있으므로힘의이득이없다.

움직도르래 지 레

받침점에서힘점까지의거리(a) 받침점에서작용점까지의거리(b)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 거리의 두 배가 되므로 훨씬 작은 힘으로

물체를들어올릴수있다.

작용점

b
b

a
a

받침점 힘점

b
a

작용점

b

a

받침점 힘점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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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르래를 지레의 세 점으로 나타내기

힘점(☆)：손으로 당기는 부분 작용점(○)：물체를 매단 부분

받침점(×)：고정 도르래(도르래의 축) 움직 도르래(천장에 실이 걸린 곳)

2. 도르래를 지레로 설명하기

고정 도르래：받침점으로부터 힘점과 작용점이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힘

의 이득이 없다.

움직 도르래：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 거리의 2배가 되므

로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wjD  fl

1. 아래 도르래에서 받침점의 위치는?

2. 움직 도르래를 사용하면 작은 힘이 드는 까닭을 지레의 원리로 설명하여라.

(                                                                         )

vuD  rk

1. 고정 도르래：도르래의 중심, 움직 도르래：도르래의 왼쪽

2.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의 2배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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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래는 바퀴에 줄이나 벨트를 걸어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힘의 효력을 확대하는 장치로 서

양에서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하 다는 기

록이 있다. 그는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고안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옛날 사람들이 도르래를 이용한 흔적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자료는 도르래의 학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읽을거리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르래를 이용해 왔으며 이것이 오늘날 엘리베

이터나 기중기 등 첨단 기계를 발명해 내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도 인식하게 해 준다.

toDghkFrhk  rhkgkR

옛날 사람들은 도르래를 어떻게 이용했을까?

아르키메데스는 많은 사람들이 겨우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복합 도르래로 간단히 끌어올려

보 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해 회전하는 원

형 바퀴에 밧줄을 걸어 끌어올렸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베르사이유 궁전에‘날으는

의자’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왕릉을 만들 때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장치인‘윤거’를 이용하여 힘을

덜 들이고 석재나 나무 등을 높은 곳으로 옮겼다.

wkARRRR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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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에 구

멍을 뚫어

나무 막대

를 비스듬

히 끼워 넣

는다.

기중기를 만들어 보자.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철근을 들어올리는 기중기에는 고정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다.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위한 목적보다는 방향을 바꿔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설계된 것이다.

고정 도르래를 이용하여 기중기를 직접 만들어 보자.

준비물：클립, 플라스틱 컵, 실이 감긴 실패와 실이 감겨

있지 않은 실패, 나무 막대, 망치, 못 2개, 연필 끼우개, 가

위, 종이 상자, 벽돌(무거운 물체)

1. 클립을 구부려 고리 모양으로 만든다.

2. 플라스틱 컵 양쪽에 짧게 자른 실을 붙여 걸 수 있는 고리

를 만든다.

3. 그림과 같이 나무 막대의 양쪽에 두 개의 실패를 고정시

킨다. 이 때 실이 감긴 실패를 아래쪽에 고정시킨다.

ckArh  wkfy

5. 연필 끼우

개를 아래

쪽 실패에

어 넣는

다.

6. 아래 쪽 실

을 조금 풀

어 위쪽 실

패에 감은

후 클립을

실에 묶는다.

8. 컵 안에 물체를 담아 컵을 들어올려 보자.

7. 클립에는

컵을 매달

고 상자에

는 벽돌을

올려놓는

다.

기중기를 만들어 보면서 고정 도르래를 이용하면 힘의 이득은 없고 방향만

바꾸어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옛날

에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가능한 물건만 들어올릴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고정 도르래를

모터에 연결하여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공사장이나 이삿짐을

옮기는 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지도상의 유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