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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Tip.

을 무거운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물체의 수평을 잡는 방법과 물체의 무게중심에 대해 알아봅

▩ 무게

니다. 수평이란 물체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1)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로 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물체의 무게중심을 받치면 가능합니다.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2) 지구는 무거운 물체를 더 큰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저울을 이용합니다.

▩ 수평

▩ 무게중심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물체의 무게가 마치 한 점에 모인 것
처럼 나타낼 수 있는 점을 그 물체의 무게중심 또는 중심이라 합니다. 그러므

수평을 잡는 방법

로 그 물체의 무게중심을 받쳐 주면 물체는 수평으로 평형을 이룹니다.

(1) 막대를 두 손가락으로 막대가 기울지 않게 하여 가운데 쪽으로 모은 후

(2) 물체의 한 점을 실에 매어 공중에 매달면 무게 중심은 반드시 매 단 점에

두 손가락이 만난 자리를 한 손가락으로 받쳐 수평이 되게 합니다.

서 아래로 그은 연직선 위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무게 중심은 각각
다른 점에서 매달았을 때의 연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물체는 쓰러지기 쉬우며, 무게 중심에서
그은 연직선이 물체가 놓인 바닥에서 벗어나면 물체는 쓰러집니다.
※ 연직선 : 중력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2) 무게가 서로 비슷할 경우, 받침점으로 부터 비슷한 거리에 두면 수평이 됩
니다.

▩ 비대칭인 도형의 무게중심
① 실에 추를 매답니다.
② 한 점에 실을 매달아 들고 실을 따라 직선을 긋습니다.
③ 다른 점에 실을 매달아 들고 실을 따라 직선을 긋습니다.
④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물체의 무게 중심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인 물체의 무게중심은 실에 추를 매달아 연직선을 2개 그어 두
직선이 만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3) 무게가 서로 다를 경우,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깝게 하거나 받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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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호놀이
일정한 거리에 놓인 병 속에 화살을 던지는 놀이로 화
살의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을수록 통속에 화살이 더
쉽게 들어갑니다.

▩ 세그웨이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1인용 소형 이륜차를 말합니다. 최초의 퍼스널 모빌
리티(Personal Mobility)로,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개
발해 공개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1인승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일컫습니
다. 세그웨이는 대개 킥보드 모양으로 발판 위에 서서 타며 균형 메커니즘을
▩ 무게중심을 이용한 놀이

사용해 탑승자가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가 탑승자의 무게중
심을 세밀하게 측정해 방향 등을 결정하므로 몸의 움직임만으로 조종할 수 있

(1) 파도타기

습니다. 세그웨이에 타서 몸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전진과 후진, 회전 등의 방

몸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보드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는 따로 없으며 뒤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정지

하면 흔들림이 심한 파도 위에서도 보드를 탈 수 있습

할 수 있습니다. 세그웨이(Segway)라는 이름도 ‘방향 전환’이라는 뜻인 ‘Segue’

니다.

에서 유래했습니다.

(2) 외줄타기
머리, 양팔, 다리를 이용하여 무게중심이 줄 위에 있도
록 하면 가느다란 외줄을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 재미있는 이야기!

막대기나 부채를 이용하면 균형 잡기가 더 쉽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쪽의 좌석들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3) 외발자전거 타기

왜 그럴까요?

바퀴가 하나인 외발자전거를 타려면 외발 자전거의 바
퀴를 앞, 뒤로 움직여 사람이 무게 중심이 자전거의 바
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접시돌리기
막대를 접시의 무게 중심 가까이에 놓고 돌리면 여러
개의 접시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같은 육상 교통과는 다르게 배나 비행기에서는 균형을 잡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의 전체 무게는 비행기 자체 무게에 승객, 승무원,
연료, 짐, 기내식 및 기내 용품 등을 모두 합한 무게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러
한 무게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적절한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비행기의 무게중심은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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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심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단
체 승객들은 일정 구역 내에 함께
자리를 배정받게 되며 좌석에 여유
가 생기는 경우에도 일부 특정 구
역의 좌석에 승객을 배정하지 않고
빈자리로 두게 됩니다. 또한 비행
기 여객 칸 밑에 있는 짐칸에서는
화물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 뭉치를 배치해 무게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의 좌석 배치와 화물 탑재가
이루어진 후 무게중심이 적절한 위치에 오는 경우에만 비행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의 무게중심과 스포츠
사람의 무게중심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한 지점을 결정하기는 어
렵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것은 스포츠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라이더가 일어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오르막을 올라갈 때를 보면 상체가 약간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무
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힘을 실어 앞바퀴를 자유롭
게 해줍니다.
<3> 내리막을 내려올 때 상체가 앞으로 쏠려있지만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
어 무게중심이 뒤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더가 자전거 앞쪽을 상대 적
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