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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Tip.

세게 불면 깔때기의 원추형 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서 공기의 압

8세기 초반 스위스의 과학자 베르누이는 좁은 통로를 지나는 공기가

력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탁구공 주위의 공기 압력은 높고 원추형의 부분 은

넓은 통로를 지나는 공기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

압력이 낮으므로 탁구공은 깔때기 윗부분으로 이동하여 달라붙게 됩니다.

다. 또한 공기나 액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압력이 작아지고 공기나 액
체가 느리게 움직이면 압력이 커지는데 이 현상‘베르누이의 원리’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공기의 흐름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책 위에 유리컵 2개를 비스듬히 마주보게 놓은 다음, 한쪽 컵에 탁구공을
넣고 컵과 컵 사이로 바람을 세게 불어 봅니다.

나아가 베르누이 원리의 예를 들어 설명

해 주시고 실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합니다.
▩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과학실험
1. 손위에 탁구공을 놓고 깔때기로 덮어씌운 다음, 깔때기 대를 입에 물고 세
게 불면서 탁구공이 놓인 손을 떼어봅니다.
※ 깔때기가 없을 경우 마분지를 말아서 고깔 모양으로 만든 다음, 굵은 빨대
(7cm 정도)를 고깔 위쪽에 셀로판테이프로 붙여서 만듭니다

유리컵 사이로 바람을 불면 공기의 흐름은 빨라지게 되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컵 안의 공기 압력은 높고 바람이 지나간 쪽은 압력이 낮아져 탁구공은 이동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분무기에도 이용되는데, 물에 잠긴 빨대의 위
쪽에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면 아래쪽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
로 물을 끌어올려 뿜을 수 있게 합니다.

▩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1) 비행기가 하늘로 뜰 수 있는 것
비행기 날개 윗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가 같은 시간에 더 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속력이 빠릅니다. 따라서 날개 윗면 압력이 아랫면 압력보다 낮기 때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깔때기 대를 입에 대고

문에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기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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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동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아래 쪽 공기가

한 압력을 주면 물이 빠르게 뿜어져 나가고, 약 한 압력을 주면 물이 천천히

비행기 날개를 위로 밀 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양력’입니다.

뿜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하면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낮고,
속력이 느리면 압력 이 높아야 합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의 속도가 변함으로써 그에 따른 압력 이 변화되
는 것이지만 이 문제의 조건은 압력의 변화를 주어 유 체의 속도가 변화된 것
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베르누이의 정 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코안다 효과
유체가 곡면을 따라서 흐르는 현상을 코안다 효과라고 부르며 이것 은 유체의
점성에 의한 것입니다. 점성은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
로 물의 점성 때문에 수돗물이 숟가락 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흐르던 수돗물에 오른쪽에 서 왼쪽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돗물에
작용하였으므로 숟가락은 수돗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여 숟가락을 잡고 있는 손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2) 기차와 기차가 교차할 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전철이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역의 플랫폼에 멈추
고 있다고 합시다. 이 때 다른 급행열차는 요란하게 기적을 울리면서 다가와
엄청난 기세로 당신이 타고 있는 전철 옆 을 지나쳐가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전철까지 흔들려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급행열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
가면 공기의 흐름도 따라서 빨라지는데, 공기의 압력은 낮아져 전철이 급행열
차 쪽 으로 끌려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
피스톤과 베르누이 원리의 관계는?
어떤 주사기 안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피스톤을 눌러서 물 을 내뿜는데,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