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어린이는 선생님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나무팽이

(사용연령: 만 14세이상)
- 실험시 실험용 마스크, 실험용 장갑, 보호 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해 주세요.
- 실험재료 및 부품을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교사용>

- 화기에 주의하세요.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팽이를 오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팽이 판 5개, 나무 팽이 막대 5개
나무 와셔 5개 , 고무링 5개
(개인준비물 : 자, 색연필이나 유성 펜, 셀로판테이프)

1. 다음 중 가장 안정적으로 잘 도는 팽이를 고르세요.
(답:㉠)
㉠ 무게 중심이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팽이
㉡ 무게 중심이 비교적 위쪽에 있는 팽이

Q. 팽이를 더 오래 돌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마찰을 감소시킨다, 팽이채로 친다, 무게 중심을 낮게 한다. 등

1. 이번에는 나무 팽이 막대에 일정한 눈금을 그리세요.

2. 나무 팽이 판에 나무 팽이 막대를 끼운 후 고무링을 이

→ 무게 중심이 회전축에 있고, 낮아질 때 잘 돈다.

◎ 팽이
팽이는 아주 옛날 도토리를 돌리면서 놀았던 것에서 발달된 장난감입니다. 팽이는 축을 중심으로 일단
회전하게 되면 계속 돌려고 하는 회전관성 때문에 바로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돕니다.이렇게 돌던 팽이가
서서히 멈추게 되는 이유는 주변 공기의 저항과 바닥과의 마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이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공기 저항이 크고 균형도 맞지 않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팽이의 무게 중심 역시 팽이가
오래 도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팽이의 무게 중심이 정확히 팽이의 가운데 아래쪽에 있을수록 팽이는
더 오래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를 만들 때 무거운 쇠구슬을 팽이의 아래에 박기도 합니다.

용하여 고정하세요.
☞ 색연필이나 유성 펜으로 예쁘게 꾸며 보세요.
☞ 사진과 같이 나무 와셔는 위쪽으로, 고무링은 아래쪽으
로 하여 고정하세요.

★ 팽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둥근 모양의 물체가 회전운동하는 장난감입니다.
★ 관성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운동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3. 눈금에 맞추어 나무 팽이 판을 고정한 후에 돌려보고, 어
느 눈금에서 가장 잘 도는지 관찰해 보세요.
☞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하여 고무링과 나무 팽이 판을 고정
해도 좋습니다.
★종이 위에서 돌리면 더 잘돌아갑니다.★

★ 최초의 팽이
기원전 3500년경의 도시인 우르(Ur)에서 발견된 팽이(top)가 역사상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고대 중국과 그리스, 그리고 로마인들이 즐겼으며 나무, 돌, 점토, 뼈, 조가비 등으로 만들
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