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빗면을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옮길 수 있

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축바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빗면의 경사각에 따라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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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쪽

6/7 차시

61∼62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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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빗면을 이용하는 예 찾

아보기

빗면을 이용하는 예 찾아보기

빗면을 사용하 을 때 이로운 점 설명하기

빗면에서 힘 측정하기

3. 축바퀴를 지레의 원리

로 설명하기

축바퀴를 지레의 세 점으로 표시하기

드는 힘의 차이를 설명하기

2. 축바퀴를 이용하는 예

찾아보기
생활에서 축바퀴가 사용되는 예 찾아보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경사가 작을수록 힘이 작게 든다.

작은 바퀴： , 큰 바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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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나사못, 빨대, 테이프, 가위, 두꺼운 종이, 자(각 1개/모둠),
핀(1상자/모둠), 추 50g, 100g(각 2개/모둠), 실(3m/모둠)

1. 빗면의 경사와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 비교하기

㉠ 물체를 그냥 들 때 힘의

크기재기

㉡경사면에서물체를이동시킬때힘의크기재기

- 경사각이작을수록작은힘이든다.

널빤지(1개/모둠)

받침대(1개/모둠)

송곳(1개/모둠)

용수철(1개/모둠)

스탠드(1개/모둠)
물체(1개/모둠)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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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면을 이용한 예를 찾고 설명하기

3. 야구 방망이의 양쪽을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학생 두 명 선택하기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직접 해보기

- 굵은부분을잡고돌리는사람이이긴다.

- 굵은부분이가는부분보다방망이축의중심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더큰힘을낼수

있다.

xkArn ghkFehD rhkwjD



실이 두 바퀴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핀을 촘촘히 꽂는다. 이 때 3개의 축

바퀴는 따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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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바퀴 실험 장치 만들기

㉠ 종이 컴퍼스 만들기 ㉡ 원그리기

㉢ 구멍 뚫고 빨대 끼우기 ㉣ 빨대 끝을 여러 가닥으로 잘라서 테이프로

고정시키기

㉤ 스탠드에 끼우기 ㉥ 침꽂기

㉦ 추걸기

반지름에 따라 다른 색깔

종이를 사용한다.

반지름의 비가 1：2：3이

되도록 한다.

시간 부족시 축바퀴를 제작하지 말

고 제작되어 판매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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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바퀴에 추를 달아 평형을 이루는 힘 측정하기

작은 바퀴에 추 매달기 큰 바퀴에 추 매달기

☞ 어느 바퀴에 먼저 추를 매달아도 된다.

☞ 두 바퀴 모두 추가 매달리기 전에는 축바퀴가 움

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축바퀴를 꼭! 잡는다.

1cm×100g=2cm× 50g

2cm×150g=3cm×100g

1cm×150g=3cm×50g

xkArn ghkFehD rhkwjD

반지름×추의 무게가 같을

때 바퀴는 돌지 않는다.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바퀴에 추를 매달 때, 야구 방망이 돌리기에서 굵은 부분을 잡은 사람이 이겼다는 것과 연관시

켜 무거운 추는 작은 바퀴, 가벼운 추는 큰 바퀴에 매달아야 함을 알게 한다.

wkARRRR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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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바퀴의 원리를 지레의 원리로 설명하기

㉠ 축바퀴에서 세 점의 위치를 찾고, 축바퀴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원리를 세 점 사이의 거리로

설명하게 한다.

㉡ 축바퀴의 원리가 적용된 예

작용점 받침점 힘점

xkArn ghkFehD rhkwjD

렌치

자동차 핸들 깡통 따개 자전거 페달

수도꼭지 드라이버

- 굵은 부분을 잡고 돌리는 사람이 이긴다.

- 굵은 부분이 가는 부분보다 방망이 축의 중

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힘

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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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빗면：경사진 각이 작을수록 작은 힘으로 물체를 옮길 수 있다.

2. 축바퀴：힘을 주는 부분(힘점)이 축의 중심

(받침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힘이 작용

하는 부분(작용점)은 축의 중심(받침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레의 원리에 따라 작은 힘

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wjD  fl

1. 다음 중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드는 힘이 가장 작은 것은? (           )

2. 우리 집에서 축바퀴를 이용하는 예를 2가지만 써라.

(                          )

3. 축바퀴를 구성하는 원의 반지름의 비는 1：2이다. 그림과 같이 축바퀴

를 이용하여 1000g의 추를 끌어올리는 데 얼마의 힘이 필요한가?

(      )

vuD  rk

작용점 받침점 힘점

1000g

1. (다)

2. 수도꼭지, 드라이버, 자전거 페달 등

3. 500g



CMYK2 6-2 과학 보조자료 13권(5-7)  62 박수경

박수경 62 6-2 과학 보조자료 13권(5-7)   CMYK2 B        C
B        C

62 주제 6. 빗면과 축바퀴(심화)

작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원리는?

빗면은 작은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림 (가)와 그림 (나)는 빗면을 사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린 것이지만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

기 때문에 두 경우에 필요한 힘의 크기는 다르다.

그림 (다)에서처럼 빗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를 끌어올

리는 데 필요한 힘은 빗면의 각도에 관계되는데, 각도가

작을수록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작아진다.

축바퀴는 같은 축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바퀴를

달아 물체를 작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이다. 축바퀴의 큰 바퀴를 작은 힘으로 돌리면, 그 힘이

작은 바퀴에 다다를 때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림 (라)의 축바퀴는 작은 바퀴의 줄에 무거운 물체 A를

매달고 큰 바퀴에 가벼운 물체 B를 매달면 물체 B의 무게가

작아도 물체 A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

rosuA gotjF

(다)

(라)

(가) (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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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자전거 페달을 손으로 돌려보자.

①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자전거를 뒤집어 놓는다.

② 자전거 페달 쪽의 가장 큰 기어와 뒷바퀴 쪽의 가장 작은 기어에 체인이 걸리도록

조절하여 페달을 손으로 돌려보자.

③ 자전거 페달 쪽의 가장 작은 기어와 뒷바퀴 쪽의 가장 큰 기어에 체인이 걸리도록

조절하여 페달을 손으로 돌려보자.

gkRtoD  ghkFehD

반 번 이름

1. 자전거 기어는 어떤 도구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2. 실험 과정 ②와 ③에서 페달을 돌리는 느낌과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는 어떻게 다른가?

3. 자전거를 타면서 속력을 빨리 할 때와 언덕을 올라갈 때, 체인에 연결되는 기어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전거 페달은 축 바퀴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축바퀴에서 큰 원

과 작은 원을 따로 떼어 낸 후, 쇠줄로 연결하여 큰 원을 돌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1. 축바퀴 2. ②번과 과정에서는 바퀴를 돌리는 데 힘이 많이 들지만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고, ③번 과정에서는 바퀴를 돌리는 데 힘이 적게 들지만 바퀴가 느리게 돌아

간다.  3. 속력을 빨리할 때는 ②번 과정과 같이 기어를 조절해야 발로 구르는 속력에 비해

자전거의 속력을 빨리 낼 수 있고, 언덕을 올라갈 때는 ③번 과정과 같이 기어를 조절해야

힘을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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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제 6. 빗면과 축바퀴(심화)

1. 빗면의 이용

우리 생활에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나사못이다. 

위의 그림에서 못을 직접 박으면 (가)의 경로를 따라 박히게 되어 장도리로 세게 내리치는

것과 같은 큰 힘이 필요하고, 나사못을 이용하면 (나)의 경로를 따라 박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돌리기만 해도 박을 수 있다. 하지만 빗면의 원리를 이용하면 작은

힘이 드는 대신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

이 밖에도 지퍼, 칼날, 나사못, 도끼, 자물쇠 등이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2. 축바퀴의 이용

생활에서 축바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드라이버가 있다.

드라이버는 손잡이의 반지름 부분이 나사를 죄는 부분보다 크다. 따라서 손잡이 부분을 돌

리면 그 힘이 나사를 돌리는 홈 부분에서는 더 큰 힘으로 작용하여 나사를 손쉽게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축바퀴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에는 자전거 페달, 수도꼭지, 문손잡이, 자동차

핸들 등이 있다.

toDghkFrhk  rhkgkR

빗면과 축바퀴는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

나사

펼치면

(가)

(나)

나사
돌리는 곳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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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힘으로 수레를 끈 사람은?

철수, 수, 민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산을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 산 정상에 오르는데 힘이 작게 든 순서대로 사람들을 나열해 보자.

① 철수 수 민호

② 민호 수 철수

③ 철수 〓 수 〓 민호

④ 수 민호 철수

ehwjS  rhkwp

본 자료는 차시 정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빗면은 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

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작아진다. 비탈길도 빗면의 원리가 적용된 예이다. 빗면에서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필요한 힘은 작아지지만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길어진다. 결국 일의 양은 변함이 없다.

위 문제에서는 힘의 크기만을 다루도록 주의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철수 수 민호

④, 산을 오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작은 힘이 든다.정답 및 해설

반 번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