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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Tip.

이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의미로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이번 단원에서는 무게중심에 대해 공부합니다. 무게와 질량의 차이도 설명해

위로 던지거나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밀치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주세요. 무게중심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물체의 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

랫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을수록 안정적이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

니다. 이러한 힘을 지구의 중력 또는 간단히 중력이라 합니다.

세요. 사람 또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에 따라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그렇다면 모든 물체나 물건은 지구에게 잡아 당겨지기만 할까요? 물체뿐 아니

는 것도 그림을 통해 지도하도록 합니다.

라 인간에게도 질량이 있으니 당기는 힘은 사실 서로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질량이 크면 중력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구가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은

▩ 무게
물체를 들었을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물체 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그 물
체의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힘의 단위인 N 또는 kgf을

거대한 반면, 인간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거의 미미하게 작용할 뿐 입니
다. 즉, 지구의 중력은 인간에게도, 거대한 태양에게도, 가까이의 달에서부터
먼 은하계에 있는 먼지에게 조차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도 주변의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합니다.

▩ 사람의 무게 중심
▩ 질량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36kg인 사람은 달에서도 질량은 36kg 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나 달이
당기는 힘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질의 고유한 양만을 말하기 때문입니
다.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kg 또는 g을 사용합니
다.

사람이 차려 자세로 똑바로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은 사람의 몸 안쪽에 있습니
다. 보통 배꼽 아래 2~3cm되는 곳에 있으며, 배와 등의 중간에 있습니다. 사
람의 무게중심은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골반이 크고 어깨가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약간 낮은 곳 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대체로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으므로 어
른들 에 비해 약 5% 높은 곳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이동

▩ 무게와 질량과의 관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게중심이 이동됩니다. 또한 의자에 앉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집니다. 또 지구에서 질량이

의 이마를 손가락 한 개로 누르면 앉은 사람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의자에

1인 물체의 무게를 용수철저울로 측정 하면 9.8N이며, 이것을 1kgf이 라고 합

서 일어나려면 뒤에 있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 서 일어나야 하는데 손

니다.

가락으로 미는 순간, 뒤에 있는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
니다.

▩ 중력
중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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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 무게중심

심이 아닌 다른 곳에 모터를 놓고 회전을 시키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 모터의

경주 불국사에는 대웅전, 앞마당에 다보탑, 삼

회전만큼 휴대폰은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돌려고 합니다.

층석탑(석가탑)이 있습니다. 이 세 건축물을 선

이것은 일차적인 진동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일반 모터 대신 모터의 축에 대

으로 이으면 정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정삼

칭이 아닌 추를 달아주면 모터자체의 무게중심이 모터 축을 따라 회전하게 됩

각형의 각 꼭짓점에서 마주 보는 변의 가운데

니다. 그러면 고정된 휴대폰 몸체도 반대방향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힘을 받게

를 향해 선을 그리면, 세 선분이 만나는 점이

되고 그것이 진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핸드폰의 어느 부분

생깁니다. 이 점은 각 선분을 2 대 1로 나누는

을 잡아도 진동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지점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그
리고 이 자리에 ‘석등’이 서있습니다.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석등이 절마 당의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상징적인 중심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된 무게중심
이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보탑과 삼층석탑에 비해 눈길
을 받지 못 했던 석등이 불국사 대웅전 앞뜰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불빛만봐도 아는 반딧불이
1.5cm 안팎의 작은 곤충인 반딧불이는 열
대와 온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유충으로 지내다가 여
름철 몇 주 동안만 날개 달린 성충으로 살

☺ 재미있는 이야기!

게되며 성충으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번식

오뚝이 스피커

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란 모양의 휴대용 스피커

같은 종을 찾는 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입니다. 크기와 무게는 작지만 가벼워서 휴대폰, mp3

알려진 반딧불이는 약 2,000종이나 되고, 그 안에서 짝짓기가 가능한 상대를

플레이어 등과 함께 휴대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바

골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리의 수컷 반딧불이로 이뤄진 무리가 불빛

닥부분도 계란처럼 둥근 모양이지만 아랫부분에 무게

패턴을 일치시켜 동시에 깜박이게 되면 넓은 지역에 거대한 불빛 쇼가 펼쳐집

중심이 있어 흔들려도 오뚝이처럼 중심을 잡는 특징이

니다. 이때 암컷 반딧불이는 자신과 같은 종의 수컷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을

있습니다. 블랙과 레드 컬러 두 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알게 됩니다. 수컷 반딧불이 근처로 간 암컷 반딧불이는 깜빡이는 불빛을 통

15달러정도입니다.

해 유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침내 짝짓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
디가 다양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산화질소 때문입니다. 배 부분에 있는

☺ 재미있는 이야기!
휴대폰의 무게중심은 어디일까요?
휴대폰 안에는 진동모터가 있습니다. 이 진동모터는 휴대전화에 외부신호 입
력시 수직방향으로 진동해 떨림을 느끼게 하는 부품입니다. 휴대폰의 무게중

발광물질인 루시페린이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루시페린이 되면서 빛을 내게 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