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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의 이용

⑵ 전자석의 성질
막대자석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바뀌어 자
석의 극을 가리킵니다.

교과서 18~27쪽, 실험관찰 9~13쪽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
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전
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⑵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여 전류가 흐르는
나침반의 S극과 막대자석의 N
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까닭
나침반도 자석이므로 나침반의 S극
과 막대자석의 N극은 서로 끌어당
깁니다.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방향을 바꾸어 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⑶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①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에 최대한 가까이 놓습니다.
② 전지 여러 개를 직렬연결합니다.

전지를 직렬연결하면 전구의 불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나
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도 커집니다.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준비물] 전지(1.5 V),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전선(30`cm 내외), 스위치, 나침반
[실험 방법]
① 전지, 전선, 스위치를 연결해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②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선과 나침반 바늘이 나란히 되도록 전선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③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④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
는지 관찰해 봅시다.
[실험 결과]
①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 전류의 방향

(-)

스위치를 닫는다.

(+)

(+)

②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
침반 바늘이 움직인 까닭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나침반 바
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
났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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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석
⑴	전자석 :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
입니다.

⑵ 전자석은 철심에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아 전기 회로와 연결해 만들 수 있습니다.

⑶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

둥근머리 볼트
•길이는 7~8`cm 정도입니다.
•골이 파여 있고,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나멜선
종이테이프

에나멜선
•동선(도체)의 겉면에 절연 물질(에
나멜)을 입힌 전선을 말합니다.
•전선처럼 생겼고 구부러집니다.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 내면
색깔이 변하고 전기가 흐를 수 있
습니다.

둥근머리 볼트

①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테이프를 감습

② 종이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

니다.

에나멜선을 감은 수와 전자석의
세기 비교
•에나멜선을 감은 수에 따라 전자
석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에나멜선을 120 번 감은 전자석
이 에나멜선을 60번 감은 전자석
보다 자석의 세기가 더 셉니다.

로 촘촘하게 감습니다.

사포

③ 에나멜선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

러 겉면을 벗겨 냅니다.

④ 에나멜선 양쪽 끝부분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 전자석을 완성합니다.
에나멜선이 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나멜
선에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에나멜선 주위에
알아보기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전자석과 영구 자석을 비교해 전자석의 성질
⑴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⑵	영구 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영구 자석
•막대자석과 같은 영구 자석은 전
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
이 나타납니다.
•영구 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일정
합니다.

낱말 사전

바뀝니다.

⑶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 달리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연(絶緣) 전기 또는 열을 통
하지 않게 하는 것

확인 문제
1.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이
( 움직입니다 , 움직이지 않습니다 ).
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
를 닫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
) 됩니다.

)은/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
3.	(
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4.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 달리 ( 직렬 , 병렬 )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
를 다르게 하여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 1 움직입니다 2 바뀌게 3 전자석 4 직렬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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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
⑴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철제품을 전자석에 붙여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

니다.

⑵	자기 부상 열차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 부상 열차와 철로가 서로 밀어내어 열차가 철
▲ 전자석 기중기

로 위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열차와 철로 사이의 마찰이 없어 빠르게 달릴 수 있습

▲ 자기 부상 열차

니다.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

[준비물] 전자석, 전지(1.5`V) 두 개, 전지 끼우개 두 개, 시침바늘 한 통, 나침반 두 개
[실험 방법]
①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② 전자석에 전지 한 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
수를 세어 봅시다.
③ 전자석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
늘의 개수를 세어 봅시다.
④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
보고, 전자석의 양 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 봅시다.
⑤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 보고,
전자석의 양 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 봅시다.
❷

❸

❹

❺

시침바늘

[실험 결과]
①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에는 시침바늘이 전자석에 붙지 않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는 시침
바늘이 전자석에 붙습니다.
② 전자석에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더 많은 시침바늘
이 붙습니다.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

 시침바늘 3~4개가 전자석에 붙는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시침바늘 6~8개가 전자석에 붙는다.

③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자석의 극

S극

22

N극

N극

전지의 개수와 전지의 연결 방
향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을 알
아봅니다.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했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
의 개수 비교하기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

•전지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직렬연결한 전지의 개수가 많을
수록 전자석의 세기도 세집니다.

전자석의 성질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
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
르게 하면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이 바뀝니다.

S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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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선풍기는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에 날개를 부착해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람
을 일으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절
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⑷	스피커는 전자석과 영구 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해 소리를 발생시킵
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고,
세탁기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빨래를 세탁합니다.

⑸	머리말리개는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 콘센트 덮개

전기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고 전기 안전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
수칙에 따라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전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⑵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①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③ 물 묻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전선
으로 장난치지 않아야 하고, 깜박거
리는 형광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 과전류 차단 장치

⑶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①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끕니다.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을 끕니다.

② 에어컨을 켤 때에는 문을 닫고,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⑷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 원하는 시간이 되면

전기 회로를 이용해 만든 작품
발광 다이오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 조절 콘센트,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 등, 일
반 전구보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전등,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콘센
클립

트 덮개, 누전 사고를 예방하는 과전류 차단 장치 등

 전기 회로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⑴ 어떤 전기 부품을 사용할지 생각해 보기

발광 다이오드 두 개
-

+ -

+
클립

① 전지 대신 동전 전지를 사용하고, 전선 대신 전도성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② 전구 대신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스위치 대신 클립을 사용합니다.

⑵ 만드는 방법 

전도성
테이프

직렬연결한
동전 전지 두 개

① 그림 도구를 사용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질 위치를
정합니다.
② 그림 뒷면에 전기 회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다이오드, 동전 전지를 전도성
테이프와 연결합니다.
④ 전도성 테이프가 끊어진 곳에 클

낱말 사전

전도성 테이프

③ 전기 회로 밑그림을 따라 발광
발광
다이오드

립을 끼워 고정한 다음, 발광 다

동전
전지

클립 연결하는 곳

클립

부상(浮上) 떠오름
누전(漏電) 전기 시설이 불완전
하여 전기가 새어 흐름
전동기(電動機)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로 변
환시키는 장치

이오드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문제
1.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철제품을 (
른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에 붙여 다

2.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 사용합니다 ,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답 1 전자석

2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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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념

1

막대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묻는 문제

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임.

⑴ 막대자석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이

⑵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

움직임.

어 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뀜.

⑵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으면 나침반

⑶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바늘이 움직임.

01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을 묻는 문제

2

움직이게 하려면 전선을 나침반과 나란히 하고 나침
반 위에 최대한 가까이 놓거나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막대자석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침반 바늘

연결함.

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03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
는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

(

)

은 말을 쓰시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

)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02

)

다음 전기 회로에서 나침반 바늘을 움직이게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표 하시오.

04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가장 크
게 움직이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전지 두 개를 병렬연결한다.
② 전지 두 개를 직렬연결한다.
③ 나침반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

⑴ 스위치를 닫는다.
⑵ 나침반의 방향을 바꾼다.
⑶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한다.

24

(

)

④ 나침반을 크기가 큰 것으로 바꾼다.

(

)

⑤ 전선을

나침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에서 최대

(

)

한 멀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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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4쪽

개념

3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을 묻는 문제

개념

⑴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4

전자석의 성질을 묻는 문제

⑴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남.
⑵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임.

⑵ 둥근머리 볼트와 에나멜선을 이용하여 전자석을 만들

이 바뀜.

⑶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자석의 세

수 있음.

⑶ 에나멜선이 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나멜선에 전

기도 세짐.

기 회로를 연결하면 에나멜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남.

07

다음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 부분에 붙
을 수 있는 물질은 어느 것입니까? (

05

)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자석은 (
)이/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
이다.

(

㉠

)
① 나무막대
② 비닐조각
③ 시침바늘
④ 유리 조각
⑤ 종이테이프

06

다음과 같이 전기 회로를 만들고, 스위치를 닫았습니
다.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기호를

08

쓰시오.

전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

보기

㉡

㉠ 전자석의 극은 바꿀 수 없다.
㉡ 전자석의 세기는 조절할 수 있다.
㉢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

(

나타난다.

)

(

)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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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5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를 묻는 문제

개념

⑴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철제품을 전자석에

6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 콘센트 한 개에 플

붙여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음.

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하지 않음. 물

⑵ 자기 부상 열차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 부상 열차와

묻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지지 않음. 플러그를 뽑을

철로가 서로 밀어내어 열차가 철로 위에 떠서 이동하

때에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음.

기 때문에 열차와 철로 사이의 마찰이 없어 빠르게 달

⑵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끔. 에

릴 수 있음.

어컨을 켤 때에는 문을 닫음.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사

⑶ 선풍기는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에 날개를

용하는 시간을 줄임.

부착해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킴.

⑷ 스피커는 전자석과 영구 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11

판을 떨리게 해 소리를 발생시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⑸ 전기 자동차, 세탁기, 머리말리개 등도 전자석의 성질

)

① 전선을 가지고 장난친다.

을 이용한 것임.

② 물 묻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진다.
③ 물에 젖은 행주를 전기 제품에 걸쳐 둔다.

09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④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 플러그를 잡고

시오.

뽑는다.
⑤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하면 무거운 철제품을
(

아서 사용한다.

)에 붙여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

•선풍기는 (

)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

에 날개를 부착해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킨다.

(

10

)

우리 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12

전기를 절약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낮에 전등을 켜 놓은 방

㉠ 손전등
㉢ 머리말리개

② 난방 기구를 끈 빈 교실

㉡ 스피커
㉣ 전기 자동차

③ 물건을 가득 넣어 둔 냉장고
④ 문을 열어두고 냉방 기구를 틀어 놓은 방

(

26

)

⑤ 쓰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가 꽂힌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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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4쪽

개념

7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묻는 문제

개념

8

⑴ 전지 대신 동전 전지, 전선 대신 전도성 테이프, 전구

⑴ 원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

대신 발광 다이오드, 스위치 대신 클립을 사용하여 만

조절 콘센트

들 수 있음.

⑵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 등

⑵ 전기 회로 밑그림을 따라 발광 다이오드, 동전 전지를

⑶ 일반 전구보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전도성 테이프와 연결하여 만들 수 있음.

전등

⑶ 전도성 테이프가 끊어진 곳에 클립을 끼워 고정한 다

⑷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콘센트 덮개

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함.

⑸ 누전 사고를 예방하는 과전류 차단 장치

13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어느 것
입니까? (

전기 회로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를 묻는 문제

15

전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부품은 어느 것입니
까? (

)

)

① 동전

① 전동기

② 클립

② 감지 등

③ 스위치

③ 콘센트 덮개

④ 전도성 테이프

④ 시간 조절 콘센트

⑤ 발광 다이오드

⑤ 발광 다이오드 전등

16

전기 회로를 이용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4

발광 다이오드 전등을 사용하면 좋은 점으로 옳은 것

㉠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
이 켜질 위치를 정한다.

을 보기 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 그림 뒷면에 전기 회로 밑그림을 그린다.

보기

㉢ 전기 회로 밑그림을 따라 발광 다이오드, 동전

㉠ 누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지를 전도성 테이프와 연결한다.

㉡ 일반 전구보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 전도성 테이프가 끊어진 곳에 (
끼워 고정한다.

㉢ 원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 제품의 전
원이 차단된다.

)을/를

㉤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

)

(

)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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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앞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스위

[01~03]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

치를 닫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 고르시오.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



하시오.

① 나침반 바늘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

(

,

)

②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 전지, 전선, 스위치를 연결해 전기 회로를 만든다.

③ 나침반 바늘이 전선과 나란하게 된다.

㉡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선과 나침반

④ 나침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바늘이 나란히 되도록 전선의 위치를 조정한다.

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화 없다.

㉢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
게 움직이는지 관찰한다.

04

다음과 같이 전기 회로를 만들고 스위치를 닫았더니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고르시오.


01

(

,

)

위 실험에서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바르게 나타낸 것에 표 하시오.
(+)
(+)
⑴ 전류의
방향전류의 방향

(+)

⑵

(+)

① 스위치를 닫고 열기를 반복한다.
스위치를 닫는다.
스위치를 닫는다.

(-)

(-)

(

(-)

)

(

② 전구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

③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

④ 나침반에서 전선을 최대한 멀리 둔다.
⑤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
에 최대한 가까이 둔다.

중요

05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
서술

02



01번 답과 같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 까닭을 쓰시오.

(

① 전자석		

② 막대자석

③ 동전자석		

④ 말굽자석

)

⑤ 고무자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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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쪽

[06~08] 다음은 전자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
시오.

08

앞 실험에서 만든 전자석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골라 이름을 쓰시오.
•민지 : 에나멜선이 전구의 역할을 해.

종이테이프

•희주 : 에나멜선은 적게 감을수록 전자석의 세
기가 더 세져.
•재민 : 전자석을 완성한 뒤 전기 회로의 스위치

둥근머리 볼트

를 닫으면 에나멜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

㈎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테이프
를 감는다.

이 나타나.

㈏ 종이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
볼트에 (
)을/를 120
㉡
번 정도 (
)

(

)

사포
㉠
㈐(
)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 낸
다.

06

㉠
㈑(
)의 양쪽 끝부분
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 전자석
을 완성한다.

09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위 실험 과정 중 ㉠에 들어갈 알맞은 재료는 어느 것

㉠( 전자석 , 영구 자석 )은 ㉡( 전자석 , 영구 자

입니까? (

석 )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

나타난다.

① 실		

② 전선

③ 에나멜선		

④ 셀로판테이프

⑤ 알루미늄 포일

중요

07

10

다음과 같이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전기 회로를

위 실험 과정 중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에 표 하

만들고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전자석에 시침바늘이

시오.

더 많이 붙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⑴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는다. (
)
⑵ 한쪽 방향으로 느슨하게 감는다. (
⑶ 여러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촘촘하게 감는다.

㈎



(

㈏

)

⑷ 여러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느슨하게 감는다.


(

)

(

)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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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11~12] 다음은 전자석의 극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
에 답하시오.

13

전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

㉠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다.

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한다.

㉡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
석의 극도 바뀐다.
㉣ 선풍기는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전동기에
날개를 부착해 만든다.

(

11

)

다음은 위 실험 결과입니다. 전자석의 양 끝부분에 해
당하는 극을 쓰시오.

14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된 성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 S
㉠극 )극

㉠(

( N
㉡극)극

N극

), ㉡ (

)

S극

)

① 빛의 성질
② 렌즈의 성질
③ 소리의 성질
④ 수평의 원리

12

⑤ 전자석의 성질

11번의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
치를 닫았습니다. ㈎에 들어갈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
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15

전자석이 회전하면서 일으킨 바람을 이용하는 전기
제품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30

②

③

④

⑤

)

① 스피커		

② 세탁기

③ 머리말리개		

④ 전기 자동차

⑤ 전자석 기중기

과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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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쪽

중요

16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를 골라 이름을 쓰

19

시오.

오른쪽과 같이 누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기철 :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졌어.

(

)

① 감지 등

•석진 :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

② 콘센트 덮개

그를 뽑아 놓았어.

③ 과전류 차단 장치

•지원 : 콘센트 한 개에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

④ 시간 조절 콘센트

에 꽂아서 사용했어.

⑤ 발광 다이오드 전등
(

서술

)

형

17

다음을 보고, 전기를 낭비하는 모습을 찾아 절약하는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20~21] 다음은 전기 회로를 이용해 만들 작품의 밑그림입
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전도성 테이프
동전
전지

발광
다이오드

클립 연결하는 곳

20

위 전기 회로 밑그림을 보고,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
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방법을 쓰시오.
(

18

)

다음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 등
•원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 조절 콘센트

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21

위 전기 회로에서 클립은 어떤 전기 부품의 역할을 합

② 누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니까? (

③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① 전지		

② 전구

④ 다양한 색깔의 불빛이 나온다.

③ 전선		

④ 스위치

⑤ 전기 사고 발생 시 경보음이 발생한다.

⑤ 전동기

)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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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문제 해결 전략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
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알아봅
니다.
핵심 키워드
나침반, 전류, 전선, 자석

1

오른쪽은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
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같이 전기 회로를 만들고
⑴ 이와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
늘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스위치를 닫으면 전지의 (
흐르고 나침반 바늘이 (

)극에서 (

)극으로 전류가

).

⑵ ⑴번의 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내는 까닭을 쓰시오.
(
)이/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
때문이다.

문제 해결 전략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
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핵심 키워드
전자석, 전류

2

)의 성질이 나타나기

다음은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전자석에 전지 한 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
침바늘의 개수를 세어 본다.
㈏ 전자석에 전지 한 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시침바늘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 본다.
㈐ 전자석에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 본다.

 실험 과정 ㈎~㈐ 중에서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
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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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자석의 성질을 두 가지 쓰시오.
⑵위
•전자석은 (

)이/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전자석의 (
를 조절할 수 있다.

32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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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6쪽
3쪽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실전 문제

1

다음은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
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전류의 방향

다음은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
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
한다.

스위치를 닫는다.

(+)

3

(+)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
⑴ 전기
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 S
㉠극 )극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
⑵위
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
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⑴번의 답과 비교하
여 쓰시오.

( N
㉡극)극

N극

㈏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한다.

 전자석의 ㉠과 ㉡ 중에서 N극은 어느 것인
⑴위
지 쓰시오.
(

)

 과정 ㈏에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
⑵위
과 그 까닭을 쓰시오.

2

다음은 전자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 ㈐의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자석의 성질을 두
⑶위
가지 쓰시오.

㈎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테이프를 감는다.
㈏ 종이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선
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는다.
㈐ 에나멜선 양쪽 끝부분을 (
)
㈑ 에나멜선 양쪽 끝부분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
전자석을 완성한다.

1. 전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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