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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흐르는 강물은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볼 수 있는 고운 모래와 흙은
바로 이 강물의 작품이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흐르는 강물은 커다란 바위와
돌을 깎거나 모래나 흙을 운반하여 쌓으면서 강 주변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킨답
니다.
이 단원에서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흐르는 물에 의한 지표의 변화 및 강과 바
닷가 지형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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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의 변화
단원 학습 목표

⑴ 흙의 생성 과정과 특징
•흙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⑵ 강과 바닷가 지형의 특징
•흐르는 물이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봅니다.
•강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는 물의 작용과 관련지어 알아봅니다.
•바닷가 지형의 특징을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지어 알아봅니다.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어 봅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1차
2차

진도 체크

교과서 내용 학습 + 핵심 개념 문제




(1) 흙의 생성 과정과 특징
실전 문제 + 서술형·논술형 평가



3차
4차
5차

교과서 내용 학습 + 핵심 개념 문제




(2) 강과 바닷가 지형의 특징
실전 문제 + 서술형·논술형 평가



6차
7차



대단원 정리 학습 + 대단원 마무리 + 수행 평가 미리 보기

해당 부분을 공부한 후 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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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의 변화

도입 실험

흙 언덕 깃발 지키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움푹 파인 지형도 있고 높이 솟아오른 산과 같은 지형도 있습니다. 모두 흙으로 된 땅
이 만들어 낸 모습이지요. 땅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모양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흙을 만져 다
양한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흙으로 된 땅의 모습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흙 언덕을 만든
후 깃발을 꽂고, 깃발이 쓰러지지 않게 흙을 가져가 봅니다. 손으로 흙을 가져갈 때마다 변화하는 흙 언덕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46~47쪽
흙 놀이를 했던 경험 이야기하기
•실내 놀이터에서 흙 놀이를 해 보
았습니다.
•흙을 이용하여 깃발 지키기 놀이
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흙을 이용하여 성이나 두꺼비집
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흙 놀이 장난감을 이용하여 흙을
파기도 하고 쌓기도 해 보았습니다.

흙을 이용하여 흙 언덕을 만들어 보고, 흙 언덕 깃발 지키기 놀이를 해 볼까요?

흙을 만져 본 느낌 이야기하기
•고운 흙은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
습니다.
•물기가 있어서 촉촉한 느낌이 들
었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큰 흙은 까칠까
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낱말 사전

꽃삽 화초나 꽃나무 따위를 옮
기거나 매만져 가꾸는 데 쓰는 작
은삽

52

▲흙

▲ 꽃삽

▲ 깃발

▲ 면장갑

꽃삽을
사용할 때에는
면장갑을
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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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까요?

 꽃삽을 사용해 흙 언덕을 만든

 순서를 정하고, 자기 순서가 되

뒤, 흙 언덕의 중앙에 깃발을 세

면 손으로 흙 언덕을 깎아서 가

웁니다.

지고 옵니다.

흙 언덕을 만들 때 유의할 점
•흙 언덕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어 놀이를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흙을 이용하거나 철봉이
나 멀리뛰기 시설에 있는 흙을 활
용합니다.
•사전에 모둠 구성원끼리 규칙을
정한 뒤,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제한하거나 언덕을 깎아
서 가져가야 하는 최소한의 흙의
양을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한번 깎은 흙은 다시 흙 언덕에
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깃발이
쓰러지기 직전에 흙을 다시 넣어
깃발을 세우면 안 됩니다.

▲ 처음 만든 흙 ▲ 놀이를 한 뒤
언덕
흙 언덕

 자기 순서에서 깃발이 쓰러지면

 처음 만든 흙 언덕과 놀이를 한

집니다.

뒤의 흙 언덕을 비교해 봅시다.

생각해 보기

1. 처음 만든 흙 언덕과 놀이를 한 뒤의 흙 언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처음 만든 흙 언덕과 놀이를 한 뒤의 흙 언덕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흙 언덕 깃발
지키기 놀이에서는 손으로
흙을 깎았지만 자연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흐르는 물, 바닷가에서 파도가
흙 언덕을 깎을 수
있어요.

•놀이를 한 뒤에는 흙 언덕이 깎여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깃발이 꽂혀 있었는데 놀이를 한 뒤에는 깃발이 쓰러져 있습니다.
2. 흙 언덕의 모습이 변하게 된 까닭을 알아봅시다.
•흙 언덕을 손으로 깎았기 때문입니다.
3. 흙 언덕 깃발 지키기 놀이를 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알아봅시다.
•흙을 깎으면 흙 언덕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흙을 많이 깎으면 흙 언덕의 모습이 더 많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낱말 사전

언덕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제한(制限) 일정한 한도를 정하
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
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3.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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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의 변화

1

(

)


물이
얼었다 녹으면서 바위가 부서
진 모습
•겨울에 바위틈에 스며든 물이 얼
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바위가 부
서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바위틈에 얼어 있던 물이 녹는 과
정을 반복하면서 바위가 부서집
니다.

흙의 생성 과정과 특징
교과서 48~53쪽, 실험관찰 26~28쪽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⑴ 산에서 볼 수 있는 것
① 바위나 돌, 흙을 보았습니다.
② 나무와 같은 식물, 작은 곤충이나 동물 등을 보았습니다.

⑵ 자연에서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①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흙이
만들어집니다.

▲ 바위와 돌

▲흙

② 바위나 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작게 부서집니다.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부
서진 모습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지
만 식물의 뿌리는 바위틈 사이로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 식물이 자라면 뿌리
가 굵어져 바위틈을 벌리게 되고,
결국 바위가 부서지게 됩니다.

   

겨울에 바위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
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틈에서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집니다.

 운동장 흙과 화단 흙 비교하기
⑴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관찰하는 방법
① 눈으로 색깔을 관찰해 봅니다.
② 돋보기로 알갱이를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③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을 관찰해 봅니다.

낱말 사전

부피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
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조작(造作)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54

④ 뭉쳐 보거나 물에 넣어 보는 등 다양하게 조작을 해 봅니다.

⑵ 운동장 흙과 화단 흙 관찰하기
① 흰 종이 위에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올려놓습니다.
② 흙의 색깔과 알갱이의 크기, 흙을 만졌을 때의 느낌을 관찰하고 비교해 봅니다.

과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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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흙

구분
색깔
알갱이의 크기
만졌을 때의 느낌
기타

흙의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화단 흙

운동장 흙

화단 흙

밝은 갈색이다.

어두운 갈색이다.

비교적 크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거칠다.

약간 부드럽다.

•잘 뭉쳐지지 않는다.
•주로 모래나 흙 알갱이만 보
인다.

•잘 뭉쳐진다.
•식물의 뿌리나 나뭇잎 조각과
같은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다.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알아보기

[준비물]
흰 종이, 얼음 설탕, 뚜껑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
[실험 방법]
①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올려놓고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얼음 설탕이 든 플라스틱 통을
흔드는 것과 자연에서 물이나 나
무뿌리가 하는 일의 공통점은 큰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부수는
것입니다.

② 얼음 설탕을 플라스틱 통에 ;3!; 정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③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보일 때까지 플라스틱 통을 흔듭니다.
④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부어 관찰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실험 결과]
①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루가 거의 없습니다.
② 플라스틱 통을 흔든 뒤
•알갱이의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가루가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

플라스틱 통을 흔든 뒤

확인 문제
1.	바위나 돌이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
)이/가 됩니다.
2.	겨울에 바위틈에 있는 (
)이/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하면서 바위가 부서집니다.

3.	얼 음 설탕이 든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흔들면 얼음 설탕이
( 부서집니다 , 단단해집니다 ).
4. 운동장

흙은 ( 어두운 , 밝은 ) 갈색이고, 화단 흙은 ( 어두운 , 밝
은 ) 갈색입니다.
정답 1 흙 2 물 3 부서집니다 4 밝은, 어두운

3.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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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 비교하기
물 빠짐을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
두 흙에서 50mL의 물이 빠져나오
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고운
흙이 많이 섞인 화단 흙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① 흙의 종류에 따라 물이 빠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②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이 빠지는 정도
•운동장 흙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알갱이의 크기가 큽니다.
•화단 흙은 고운 흙이 많이 섞여 있어 알갱이의 크기가 작습니다.
•운동장 흙이 화단 흙보다 물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③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하는 실험을 할 때 같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
흙의 양, 플라스틱 통의 크기, 물의 양, 물을 붓는 빠르기,
거즈의 종류나 사용한 장수 등

같게 해야 할 조건
다르게 해야 할 조건
학교의 운동장과 화단의 모습
•운동장 흙은 알갱이의 크기가 크
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서 비가
온 뒤에도 운동장은 물이 잘 고이
지 않습니다.
•화단 흙은 부식물이 많아 식물이
잘 자랍니다.

흙의 종류

⑷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
①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에 뜬 물질의 양을 비교하기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이 든 비커 두 개에 각각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유리 막대
로 저은 뒤, 잠시 놓아둡니다.


▲ 운동장 흙

▲ 화단 흙

▲ 운동장 흙

▲ 화단 흙

•물에 뜬 물질을 핀셋으로 건져서 거름종이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로 관찰합
니다.
운동장 흙

물에 뜬 물질이 거의 없다.

화단 흙

식물의 뿌리, 작은 나뭇가지,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떠 있다.

② 화단 흙에는 운동장 흙보다 물에 뜨는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③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
•물에 뜨는 물질은 대부분 부식물입니다.
낱말 사전

•부식물은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것으로, 식물이

고정(固定) 한곳에 꼭 붙어 있
거나 붙어 있게 함
영향(影響)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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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④ 화단 흙은 부식물이 많아 식물이 잘 자라지만, 운동장 흙은 부식물이 적어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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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 비교하기

[준비물]
운동장 흙, 화단 흙, 물 빠짐 장치, 거즈, 고무줄, 숟가락, 비커(500`mL) 네 개, 물, 초시계
[실험 방법]
① 플라스틱 통의 밑부분을 거즈로 감싼 다음
고무줄로 묶습니다.

② 플라스틱 통에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각
각 절반 정도 채운 뒤, 스탠드에 고정합
니다.

물은 플라스틱 통의 벽을 따라
천천히 부으면서 아래로 흐르도
록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붓게 되면 흙이 파여 흙의 높이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붓고 난 뒤 흙의 높이가 처
음보다 줄어드는데, 이것은 물이
흐르면서 흙 알갱이 사이의 틈
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장 흙

③ 비커를 플라스틱 통 아래에 각각 놓습
니다.

화단 흙

④ 두 흙에 각각 300`mL의 물을 비슷한 빠
르기로 동시에 붓습니다.

플라스틱 통
운동장 흙

화단 흙

운동장 흙

화단 흙

고무줄
거즈

<흙에서 빠진 물의 비교>
⑤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흙에서 물이 더 많이 빠졌는지 비교해 봅시다.
[실험 결과]
①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장 흙에서 물이 더 많이 빠집니다.
②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이 서로 다른 까닭 : 운동장 흙은 화단 흙보다 알갱이의 크기
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 운동장 흙 ▲ 화단 흙

확인 문제
1.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할 때 다르게 해야 할 조건
은 흙의 ( 종류 , 양 )입니다.
2.	일정한 시간 동안 ( 운동장 흙 , 화단 흙 )에서 물이 더 많이 빠집
니다.

)은/는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3.	(
것입니다.
4. 화단 흙에는 (
)이/가 많아 식물이 잘 자랍니다.
정답 1 종류 2 운동장 흙 3 부식물 4 부식물

3. 지표의 변화

57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3.indb 57

2020-04-24 오전 9:49:22

개념
개념

1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2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

⑴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
긴 물질들이 섞여서 흙이 만들어짐.

⑴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기 전

⑵ 겨울에 바위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에는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가루가 거의 없음.

하면서 바위가 부서져 흙이 만들어짐.

⑵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든 뒤에

⑶ 바위틈에서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져 흙

는 알갱이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생겼음.

이 만들어짐.

⑶ 얼음 설탕이 든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흔드는 것과
자연에서 물이나 나무뿌리가 하는 일은 큰 덩어리를

03 흙에 섞여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

작은 알갱이로 부순다는 공통점이 있음.

01

까? (

다음과 같이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든 뒤의 얼음 설탕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골
라 기호를 쓰시오.

)

①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
② 나뭇잎이 썩어서 생긴 물질
③ 바위가 작게 부서진 알갱이
④ 얼음 설탕이 부서진 알갱이
⑤ 식물의 뿌리가 썩어서 생긴 물질

㉠ 가루가 생긴다.
㉡ 가루가 거의 없다.
㉢ 알갱이의 크기가 커진다.

(

)

02 자연에서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

고 흔드는 과정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을 두 가
지 고르시오. (
,
)
① 꽃이 피는 것
② 돌이 부서지는 것
③ 나무가 자라는 것
④ 강물이 흐르는 것
⑤ 바위가 부서지는 것

58

04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겨울에 바위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
).
•바위틈에서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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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0쪽

개념

3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개념

⑴ 운동장 흙은 밝은 갈색이고 알갱이의 크기가 크며,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하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⑴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할 때 흙의

거칠고 잘 뭉쳐지지 않음.

종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같게 해

⑵ 화단 흙은 어두운 갈색이고 알갱이가 큰 것도 있고

야 함.

작은 것도 있으며, 약간 부드럽고 잘 뭉쳐짐.

05 운동장 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4

)

① 잘 뭉쳐진다.
② 어두운 갈색이다.
③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럽다.
④ 거칠고 잘 뭉쳐지지 않는다.
⑤ 알갱이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다.

⑵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장 흙에서 물이 더 많이 빠짐.
⑶ 운동장 흙은 화단 흙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더 빠르게 빠짐.

07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플라스틱 통
운동장 흙

화단 흙

고무줄
거즈

① 흙의 양을 같게 한다.
② 흙의 종류를 같게 한다.
③ 같은 양의 물을 부어 준다.
④ 플라스틱 통의 크기를 같게 한다.
⑤ 거즈의 종류는 같은 것을 사용한다.

06 다음 중 손으로 만졌을 때 잘 뭉쳐지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흙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08 운동장 흙과 화단 흙 중에서 물 빠짐이 좋은 흙은
▲ 화단 흙

어느 것인지 쓰시오.

▲ 운동장 흙

(

)

(

)
3.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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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5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개념

6

식물이 잘 자라는 흙에 대해 묻는 문제

⑴ 화단 흙은 부식물이 많아 식물이 잘 자라지만, 운동

⑴ 운동장 흙이 든 비커에 물을 붓고 저어 준 후 잠시

장 흙은 부식물이 적어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음.

놓아두면 물에 뜬 물질이 거의 없음.

⑵ 부식물은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

⑵ 화단 흙이 든 비커에 물을 붓고 저어 준 후 잠시 놓

이 썩은 것으로,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줌.

아두면 식물의 뿌리, 작은 나뭇가지, 죽은 곤충, 나
뭇잎 조각 등이 떠 있음.

11 화단 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

09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이 담긴 비커에 같은 양의 물
을 붓고 잘 저어 준 후 잠시 놓아두었습니다. 물에
뜬 물질이 거의 없는 것은 어떤 흙인지 쓰시오.
(

)

입니까? (

)

① 부식물이 섞여 있다.
② 알갱이의 크기가 작다.
③ 고운 흙이 많이 섞여 있다.
④ 운동장 흙보다 물이 잘 빠진다.
⑤ 식물의 뿌리가 썩은 것이 섞여 있다.

10 화단 흙이 담긴 비커에 물을 넣고 저어 준 후

잠시 놓아두었을 때 물에 뜨는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죽은 곤충
② 식물의 뿌리
③ 모래 알갱이
④ 나뭇잎 조각
⑤ 작은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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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운동장 흙과 화단 흙 중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은
(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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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0쪽

04 다음 ㉠과 ㉡ 중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골
라 기호를 쓰시오.

[01~03]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놓고 관찰
하기

㉢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얼음 설탕 넣
기

㉠ 얼음 설탕이 든 플라스틱 통을 흔들어 가루
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 자연에서 바위, 돌 등이 부서져서 흙이 만들
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얼음 설탕이 든 투
명한 플라스틱 통
(
)

01 위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보기

(

)

에

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서술

형

05 다음은 나무뿌리에 의해 바위가 부서지는 모습입

보기

니다. 바위가 부서지는 과정을 쓰시오.

㈎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 흙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 얼음 설탕이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

02 위 ㉢ 과정의 (  
느 것입니까? (

① 흔들기		
③ 햇빛에 두기		
⑤ 손으로 잡기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
)
② 소리 듣기
④ 가만히 두기
중요

06 다음

에서 운동장 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03 위 실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가루가 생긴다.
② 얼음 설탕이 부서진다.
③ 알갱이의 크기가 커진다.
④ 알갱이의 크기가 작아진다.
⑤ 얼음 설탕의 모양이 달라진다.

보기

보기

)

㉠ 잘 뭉쳐진다.
㉡ 손으로 만져 보면 거칠다.
㉢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밝은 갈색이다.
㉣ 식물의 뿌리나 나뭇잎 조각과 같은 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

(

)
3.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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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특징을 설명한 것
입니다. 관계있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10~12]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에 동시에 물을
붓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플라스틱 통
운동장 흙

▲ 화단 흙

▲ 운동장 흙

고무줄
거즈

⑴ 알갱이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거칠다.


(

화단 흙

)

⑵ 고운 흙이 많이 섞여 있고, 잘 뭉쳐진다.


(

)


갈색이고, 주로 모래나 흙 알갱이만
⑶ 밝은
보인다.

(

)

10 위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

① 거즈		
③ 초시계 		
⑤ 플라스틱 통

② 비커
④ 얼음 설탕

중요

08 화단 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어두운 갈색이다.
② 잘 뭉쳐지지 않는다.
③ 알갱이의 크기가 작다.
④ 식물의 뿌리가 섞여 있다.
⑤ 썩은 나뭇잎 조각이 섞여 있다.

11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색깔 비교
②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냄새 비교
③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 비교
④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알갱이 크기 비교
⑤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에 뜬 물질 비교

09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 중 어느 것을 관찰한
것인지 쓰시오.

밝은 갈색으로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손으로
만지면 거칠고 잘 뭉쳐지지 않는다.

(

62

12 위 실험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은 흙은 어느 것인지 쓰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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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13~15]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에 뜨는 물
질의 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16 다음

중 화단 흙과 운동장 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운동장 흙

▲ 화단 흙

보기

▲ 운동장 흙

비커 두 개에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넣는다.

보기

㉠ 화단 흙에는 부식물이 많이 있다.
㉡ 화단 흙에서는 식물이 잘 자란다.
㉢ 운동장 흙에는 썩은 식물이 많이 있다.
㉣ 화단 흙에는 운동장 흙보다 물에 뜨는 물질
이 많이 있다.

▲ 화단 흙

비커에 (   )을/를 붓고 유
리 막대로 젓는다.

13 위 ㉡ 과정의 (  

(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

라 ◯표 하시오.

같은 양의 물, 다른 양의 물

서술

14 위 ㉡ 과정에서 유리 막대로 저어 준 후 해야 할
일은 어느 것입니까? (

형

17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을 쓰시오.

)

① 손으로 흔든다.
② 거름 장치로 거른다.
③ 잠시 동안 놓아둔다.
④ 화단 흙만 계속 젓는다.
⑤ 운동장 흙만 계속 젓는다.

15 다음은 위에서 물에 뜬 물질들입니다. 각각은 어
떤 흙의 물에 뜬 물질인지 기호를 쓰시오.
㈎

18 토마토를 심어서 기르기에 가장 적당한 흙은 어

㈏

느 것입니까? (

(1) 화단 흙의 물에 뜬 물질 (

)

(2) 운동장 흙의 물에 뜬 물질

(

)

)

① 운동장 흙
② 알갱이가 큰 흙
③ 부식물이 많은 흙
④ 물이 잘 빠지는 흙
⑤ 밝은 갈색을 띠는 흙
3. 지표의 변화

63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3.indb 63

2020-04-24 오전 9:49:25

연습 문제
문제 해결 전략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알갱이 크기를
비교합니다.

1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핵심 키워드
운동장 흙, 화단 흙, 물 빠짐
플라스틱 통
운동장 흙

화단 흙

고무줄
거즈


시간 동안 물이 더 빨리 빠지는 흙은 어느 것인지 쓰시오.
⑴ 일정한
(

)

 ⑴번과 같은 답을 쓴 까닭을 쓰시오.
⑵위
운동장 흙이 화단 흙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더 (
정한 시간 동안 빠지는 물의 양이 더 (
).

문제 해결 전략
화단 흙에는 운동장 흙보다 물에 뜨는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2

) 때문에 일

화단 흙이 담긴 비커에 물을 붓고 저어 준 후 잠시 동안 가만히 두었더니
보기 와 같은 물에 뜬 물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핵심 키워드
부식물

식물의 뿌리, 작은 나뭇가지,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빈칸을 채우며
서술형·논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⑴위

보기

와 같은 물질들이 썩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

)


잘 자라는 흙에 대해 쓰시오.
⑵ 식물이
식물의 뿌리나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것이 많이 섞여 있
는 흙에서 식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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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쪽
정답과 해설 11쪽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1

다음은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3

실전 문제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하
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스틱 통
운동장 흙

 실험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   )
⑴위

고무줄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얼음 설탕이 부서지고 (
긴다.

거즈

)이/가 생

(

 실험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이 더 많
⑴위

)

이 빠져나오는 흙은 무엇인지 쓰시오.


설탕을 넣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⑵ 얼음

(

흔드는 것과 자연에서 물이나 나무뿌리가
하는 일의 공통점을 쓰시오.

2







4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을 돋보기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두 흙의 색깔과 알갱이의 크기를 비
교하여 쓰시오.

)

⑵ ⑴번의 답을 쓴 까닭을 쓰시오.



▲ 운동장 흙

화단 흙

다음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에서 물에 뜬 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각
각 쓰시오.

▲ 화단 흙

3. 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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