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막대자석 주변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색을 칠해 봅시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빨간색으로, 

S극은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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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에 막대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1탐구력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

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

떻게 될까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

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

떻게 될까요? 

자석의 N극 자석의 S극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

찰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동쪽이나 서쪽으로 막대자

석을 가까이 가져가야 해요.

기억!! 

내가 너의 

방향을 바꿔줄게!

나침반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에서 자석의 N극을 멀어지게 하면 

나침반 바늘이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침반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에서 자석의 S극을 멀어지게 하면 

나침반 바늘이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오네!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오네!

나 이제 그만
갈게! 흑~ 안녕!

안녕!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2탐구력

나침반 바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한쪽 끝과 자석의 극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냅니다.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 놓기

막대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기

막대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아도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막대자석의 

S극 쪽에, 나침반 바늘의 S극은 

막대자석의 N극 쪽에 끌려옵니다.

막대자석을 다른 막대자석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막대자석의 

극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내는 것처럼 막대자석의 극과 

나침반 바늘의 한쪽 끝도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냅니다.

내 힘 때문에

방향이 모두

달라졌구나!

막대자석의 S극 쪽

막대자석의 N극 쪽

•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옵니다. 

• 나침반 바늘의 S극을 밀어 냅니다.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을 밀어 냅니다.



다음과 같은 나침반의 동쪽에 막대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모습

으로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동쪽으로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멀어지게 

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나침반의 동쪽에 막대자석을 가져갈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① 막대자석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침반 바늘이 돌아 자석의 극을 가리킵니다. 

②  막대자석을 나침반에서 멀어지게 할 때: 나침반 바늘이 다시 돌아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나침반 바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자석의 극을, 나침반 바늘의 S극은 자석의 극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 ) ( )

⑴ ⑵

막대자석을 책상 위에 놓고 나침반을 자석 주위에 놓았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 봅시다.

㉠ ㉡

㉣㉢

㉤ ㉥ ( )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른 답 확인하기 18쪽

막대자석 주변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색을 칠해 봅시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빨간색으로, 

S극은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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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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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파란색

(3)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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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에 막대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1탐구력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

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

떻게 될까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

가거나 멀어지게 하면 어

떻게 될까요? 

자석의 N극 자석의 S극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

찰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동쪽이나 서쪽으로 막대자

석을 가까이 가져가야 해요.

기억!! 

내가 너의 

방향을 바꿔줄게!

나침반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에서 자석의 N극을 멀어지게 하면 

나침반 바늘이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침반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에서 자석의 S극을 멀어지게 하면 

나침반 바늘이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오네!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오네!

나 이제 그만 
갈게! 흑~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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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2탐구력

나침반 바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한쪽 끝과 자석의 극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냅니다.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 놓기

막대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기

막대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아도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막대자석의 

S극 쪽에, 나침반 바늘의 S극은 

막대자석의 N극 쪽에 끌려옵니다.

막대자석을 다른 막대자석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막대자석의 

극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내는 것처럼 막대자석의 극과 

나침반 바늘의 한쪽 끝도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냅니다.

내 힘 때문에 

방향이 모두 

달라졌구나!

막대자석의 S극 쪽

막대자석의 N극 쪽

•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옵니다. 

• 나침반 바늘의 S극을 밀어 냅니다.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옵니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을 밀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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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나침반의 동쪽에 막대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모습

으로 옳은 것에 ◯표, 옳지 않은 것에 ×표 해 봅시다.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동쪽으로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멀어지게 

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바른 답 확인하기 18쪽 정답 확인

나침반의 동쪽에 막대자석을 가져갈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① 막대자석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침반 바늘이 돌아 자석의 극을 가리킵니다. 

②  막대자석을 나침반에서 멀어지게 할 때: 나침반 바늘이 다시 돌아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나침반 바늘도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자석의 S 극을, 나침반 바늘의 S극은 자석의 N 극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다시 돌아 원래 가

리키던 방향인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 ) ( × )

⑴ ⑵

막대자석을 책상 위에 놓고 나침반을 자석 주위에 놓았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 봅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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