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터의 물리학: 매달려 봐!
진자와 그네를 가지고 노는 것은 어린이가 중력과 운동에 대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11.A.ECa, 11.A.ECc, 12.D.ECa, 12.D.ECb 및 

13.A.ECa 참조). 안전을 강조하세요. 어린이가 진자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진자 사용을 지켜보지 않을 때는 운동장에서 모든 진자, 특히 

줄을 제거하세요. 어린이가 진자 위에 매달리거나 신체 부위에 줄을 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자를 한두 개 만들어주세요.

 • 메쉬 백이나 깨끗한 양말 안에 콩주머니나 무거운 것을 넣어 '원추'를 만드세요. 원추를 

줄에 묶고 운동장 구조물에 걸어 바닥과 가까운 위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건 진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고 놀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 잠시 후에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데이비가 끈이 팽팽한 상태에서 원추를 놓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봤니? 테스가 원추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지?” "진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기록해 

두세요.

 • 아이들에게 진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원추가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 한 아이에게 원추를 쥐고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뒤로 

물러서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 지면까지의 거리를 다시 측정하게 하세요. "원추가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저 있어?"
 • 아이들에게 허공에서 손을 움직여 원추의 움직임을 흉내내보라고 하세요.

 • 어린이가 원추를 쥐었다가 놓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원추가 얼마나 오래 움직이는지 

타이머로 시간을 재어보세요.

 • 원추를 깔때기나 바닥에 약 0.64cm(¼ 인치) 직경의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교체하세요. 코르크로 구멍을 막으세요. 원추 바로 아래에 낡은 시트나 보드를 까세요. 

어린이에게 우유통 원추에 모래를 채우게 하세요. "코르크를 꺼내고 원추를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어린이가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플라스틱 볼링핀을 놓아두고 어린이들이 번갈아 가며 원추로 핀을 조준해 쓰러뜨리게 

해보세요. 또는 폼볼(foam ball)을 메쉬 백에 넣고 어린이의 허리 높이에 걸어 두세요. 

이렇게 하면 폼볼 메쉬백을 흔들어 잡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에 그네가 있으면 아이들이 놀면서 그네를 관찰하게 해보세요. "그네는 진자 

원추랑 어떻게 비슷해?" "그네는 진자 원추랑 어떻게 달라?"

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중력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세요. 중력은 매달린 물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오랫동안 흔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에게 "진자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진자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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