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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과제보고서| 

실험을통해 본 일상 속의 과학 

부메랑에 대한 과학적 고찰 
이하나 (영문학과 03학번) 

1. 실험동기 및 목표 

놈이의 노구로오래 전부터 사랑받아온부메랑에는우리가얄지 못하는과학의 원리가숨어있을 것이다.좋은부메랑이란멀리 잘 

날아갔다가 던진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오는것이라는 전제 하에 구체적으로 야띠한 변인이 부메랑에 영횡탤 미치는지 실힘을 통해 

알아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좋은 부메량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을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한다. 

2. 가설 

부메랑의 재료， 두께 , 바람의 세기 등과 같은 다른 변인 및 환경적 요인이 모두 똑같도록 통재된다면， 좋은 부메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충족시켜야할 것이다. 

• 앞면은 둥글게， 뒷면은 편펑하게 깎은 날개 

• 최적의 던지는각도 

• 알맞은모양 

3. 실험 결과 및 분석 

〈사진1) 도안을 포함한 실험 도구 및 재료 

〈실험1) 부메랑을 직접 X자， V자， Y자 모양2로 만들어서 날개를 깎지 않은 채 (A)， 그리고 날개의 앞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둥글게 

깎은 채 (8) 10회씩 던졌다 부메랑이 날아간 거리와 던진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돌아오는지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표 1) 실험 1-1 결과 
(딘위 rn) 

날아간거리 Ra r밍er~ 착륙지점 거리 

A 3.0 0.9 
×자 

B 3.0 0.5 

A 4.3 0.6 
V자 

B 4.7 0.3 

A 3.9 0.5 
y;자 

B 4.0 0.2 

’ 모든 경우에서 날개의 앞면을 둥글게 깎은(B)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 잘 돌아온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날개의 뒷면은 편펑하게 

유지하고날개의 앞면에 기울기를주어서 꺾잉f주면부메랑이 날아간 거리가 약간 멸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단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힘에 더 큰 영호t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메량이 운통하연서 날아갔다가 정점에서 회전을 하고 돌이올 때， 둥글게 

깎은 날개의 빗면에 미치는 바람의 힘이 그렇지 않은 면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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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에서는 핵심교양 교과목을 대상으토 우수과재보고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2008년도 1학기에는 12변의 

보고서가우수과제로 선정되였습니다. 선정된 보고서는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았으며， 이변 호 

〈열린지성〉에서는자연의 이혜 영역에서 선정된 이하나(영문학과 03학번)의 「실힘을통해 본 일상 속의 과학 ; 부매량에 

대한과학적 고찰」을소개합니다. 

〈실험2) 두 번째 실험부터는 날개의 앞면을 일정한 가울기로 둥글게 깎은 부메랑만 가지고 실험하였으며， 이번에는 X자， V자， Y자 

부메랑을 던지는각도를 달리하였다. 즉 지면과 수직으로(90
0

) ， 비스듬하게(45') ， 평행하게 (σ) 10호|씩 던져서 부메랑이 

날아간거리와 돌마온거리의 평균값을측정하였다. 

(H.2) 실험 1-2 결과 
(돈f위 1:1) 

날아간거랴 Ra rger 'V 착륙지점 거리 

90。 3‘0 0 ‘5 

x.xr 45。 2.7 1.3 

。“ 2.5 1.5 

90' 4.7 0.3 

VAf 45。 41 2.1 

0
0 

3
‘
6 2.2 

90。 4.0 0.2 

、'^f 45“ 4.0 0.8 

G。 3.2 1.2 

• 부매랑은 지면과 수직으로 끗끗이 세운 싱-티}에서 떤질 때 가장 잘 날아가고 제대로 늠아온다는 것쓴 관질히 였다. 부내1랑쓴 지변에 

비{등하게 딘지면 지면과 수칙으로 민졌을 때와 비슷하게 잘 날아간 정우보 몇 번 있었지만 지연에 평행하게 부버l탕을 둡혀 민전 

경우에는 시작부더 앞으~ 늬아끼지 못하고 천장으노 -욕라갔다끼 뚝 떤어지는 것은 보았다. 부떼굉-윤 침- 날리려변 김은 위에서 아래고 

내리치듯이 지변괴 수직으괴 던져야 한다논 전괴음 염었다. 

〈실험3) 마지막E로 X자 V자， Y자 모양의 부메랑을 수직므로 3호|씩 다시 던진 후， 날아간 거리만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H.3) 실험 1- 3 결과 (단위‘ 1::1) 

꿇늪닉!펀ft 2 3 평균 

X자 3.。 2.7 2.5 2.73 

V자 4‘7 4.1 3.6 4.13 

Y자 4.0 4.0 3.2 3.73 

~ X지， V자‘ Y지로부떼광을 만날어 날린 것은- 날개 수에 띠븐 모양익 댄효써l 띠리 부벼1량이일미나 밀려 날이갈수 있는지 확얀하기 

위함이았디 선협 검파안 입관도l게 납개가 2개로 가정 적유. y지 모양퍼 부메땅이 가장 벚"'] 남아간다간 것이였디 -낯개가 3개'11 γ자 

모양의 부메망노 납아긴 꺼2]에 있어서 V자 모양의 부메량 뭇지 않재 잘 납아간 경우도 았었다. 반변 X자 모양의 부메량은 다든 두 

모양의 부메렁에 비해서 얻리까지 날지 못했다. 잣 번째 석험에서 부메령이 정접까지 늬아갔다가 호|전럭윤 받아 지l자리로 톱아오기 

위해서는 둥글세 깎은 앞널개의 빗띤이 증요치다는 것을 보았다띤. 세 빈째 실힘아서는 부매량이 일반 낼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닐개의 

수가 잔은 모양일수록유리히다는 것올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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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도출에 대한 토의 

(1) 부메랑이 날아가는 이유」 

부메땅이 날 수 있는 것은· 부메창의 난ïl]에 지용하는 바람의 새기에 따라시 입펴 지이가 빈생히」‘ 이젓이 다시 부메량익 난ïll어l 위쪽 

빙칭으노 힘을 쑤뉴김괴릅 넣기 때써다. 부메랭 01 님<)}가늑깃읍 베i누01 빙성쇠 r P+뺑+융p얘=상수 어1 적‘용하면‘ 위노삼λl 거나 
이래노 델c>JÄ]지 않고 일정한높이에서 운등한1:-] 고가정하여 h가틀。l간헝은 무시하고.' p+짧=상수j와갇。l 펀q 퉁달셰 깎간부매굉 
의 앞변에 바란이 다고 님어끼 때 멧면블 타고 옵갔다가 내려_9_는 앙시의 속력은 반라진다. 하지만 부메량의 다든 펀벙한 변에서는 공;1의 

속도기 이폐 느널 수밖에 없t:1 비1략이 빙정식에서 P+함은 일정힌 싱수。|므호속랙 t'기 키지앤 싱때적으로앙헤 I한 줍이늘71 떼문에， 
부메량 낮개에 반생히는 『상:1]의 속펙 지이는 입넥띄 지이듀 낳는다. 따라서 부메공에는입펙이 늪잔 날깨의 펀핑판 연으건[부 더 앙펙이 낮은

싱겨끼- 면으로 입짜힘이 직상히묘보 입핵이 높옥 상에서 닝은 선으보 이봉히논 -공기꾀 연착적얀 흐즙음 더，31， 부내1랑<)) 낮아길 수 있개 된다. 

부u1]굉의 운-당은 비헨기의 。l낙운 정생적으노 。J81]하는 L.1] 적용811불 수 있t:]‘ 비핸기익 날J!l는 날개 윗부분이1서 공기의 속싹이 날J]1의 밑부 

분보.다 빠르게 선계되어 있어 꺼재의 닫부눈에시 -앙1]의 압력이 윗부눈5'.다크게 된다. 이러한 압역 치이는 lil챙기의 년개에 위쪽 방향R로 

알짜휘을 주셰 펀띠'.01와 같이 부ull랑이 닐아기는 깃퍼 같은원려혹 UI한1끼는 이될-한l다. 

띠!짧)믿~←~ 

〈그럼1> 부뻐|량이 느느는 윌리 〈그림2> 비행기의 날개 

출쳐 xttp :/imüα.y:t: a1"\1. kn u. ac .. {r /~X: tiL!; 0X p~ li:1F-D (;' 11_ büo:TIc, ran g/.büom 0 ran g pl:n C-:: p10 . !; tm셔pl:n C-::p10 

'llLIJ :/ ic [I[ιIl[l、，~(1' ,(:(’,n!:OVCàlGllf ‘)01. 8[11'C? j'rænι u:j=!，뇨'U ιd~ad. rJl11o/' ‘’l‘’ arl..ícl(;jι=6fJ 

l 점씨센겐씨 V “·‘ 1 ‘;αe ‘ (X)J[i 집씨0.]: 부1 ‘까}억 원리‘ 집싸 20D"!' 12. M_ I 

비픽 "11늑누OJ 빙정식은유ι1]의 흐듭을 정생적으노 펴익하기이|는 유용한지리도 정링적인 분식과는다른 값을꼬일 수 있녀. 왜q-하넨 

유·체에는 심성이 L.] 입쑥성과 끽은 성친이 손제81，;1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듀믿 인해 역학작 에너지의 받-τ슨이 어려훼신c}. 누께상01 년아가끼 

위해서늠 널개의 판1평힌 면이|서 능븐 낀으도 공기의 흐류 <)1 발생해야송바1:11 이둡 기능하 -':11 차늠 업역 차이는 농가의 저7덩이l 영칭쓸 받아 

접접 갑소핫 수 았다 즉 납기1의 잎변파 윗띤육 따라 꽁끼 득- 익어주시 위해시는 입-릭 치。|가 펀요하지 1간. 꽁기의 접성픽에 의찬 저항의 변l'생 

o보 부페장이 닉"까기-는 거i!]에는 번회가- 있음수 있는 깃이다. 참?보 공기의 심성채수는20t;어l샤 o‘ OßmPa ι s의 값음 갓논더1. 선생랙이 

근 액셔|가 1낀칭야 한정뭔 판을 흐닫는 검우피디 는 ~!_ 영향이 작겠지l긴. 공기 숭윤 날아가는 부비l링이1도 정굉-적인 분석을 c>1 법 셔| 강F는 녀븐 

씨인이 있다는 것유- 안수 있다.그러 7L 유제의 운동에시는 난류의민-생이 없는정상상데득유지하기가어려우며 (JI러깐닌-류의 쏟새는유·제의 

운농이| 끈 영힘을 미칠 수 았디. 크기기 작고 쉰도도 "았던 부ull랭쇠 운농이|는 역시 앙힘이 기의 없었을 잣<)보 생z!되시만 유치|익 자도기 

츄분히 커지게 꾀었음 때 유처i임자가 김"파츄사이늑 가R지r!.는한운갇-약음가지그L 매우- 산안하거1 유딩-하는난류운듀익 영향 )f_산 심‘엄 

갇괴께싸l 싹전히 배지}힐 수뉴 없플 것이다 ‘) 1외 김유 만나의 넨 생윤 표시히 논 정량적 척도보논 l때olds 수 R.쭈 7] 션<)1백]， 유처l이l 
난류기 발생하기 시작하는인셰속도 L는유지1꾀 밀도P. 점상IÎ‘관낀| 직검 dO]] 으l준안녀는젓윤나티넨디. 

1j P8비 A 끼pler‘ Gene Ivlosm, 2005 , Physics, 5th ed.‘ New York: W. H. Freeπ13n flπj Co.‘ pp. 366-70. (Bermulli' s equfltior] Ve이αi 

effeci, Pobeuille‘ s Law) 

2) Ibid .• pp. 2 8i-5. (p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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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메량이 되돌아오는 이유~) 

〈그림3) 부매|량이 되돌아오는 원리 

출처 J: l1.p://J!} ()OJyLl aru_ ky L1 Llgp“‘,k aι k:"/cx iL:JLε rx 1)(; :"irti (:r: l./11 t;( )( )t~l~: IμI:g;' t;()()t!"’‘ n.u:g-pritl I'i ph: .:l l.l!1 

k섞색엔!<，!: \'.'V\;.\' .... I:~lVe l' .(;()rn. 섞섹‘서 1;’'-'메E엠 센rl ).007. 1?. B.) 

딘지진 부ul]굉이 제자비도돌아오늠‘떤싱은 회진측의 벙향이 깐l하는 자이도스코프으l 서i차운동을등-해 생걱해볼수 있l~t. (.::'-휘 :3，>이|서 

부메망이 난아까는 1앙향곽 선신난깨가 지변유 뚫파 븐어가는 1앙향이라jJ_ 놓jJ_ 각 난깨에 작용하는 영 벽 의 갚기득 비피해 믿]I:_룩 하지 민져신 

부베링-은회전;측윤승심으도 뱅난빙난 회잔하뉴운갱감"Õ]개 되는더l 이 때 두넙깨에 감은 빙정-으낮 양렉0) 직정-한다. 닙개의 모양 및 :::::l기‘ 

빗댄윤 퉁글·세 깎긴- 정도 등이 같r.]고 가정하낸. 무 날/]1에 작용하는 잉:떼긴<'- 괴기까지도꼭같r_]고 -날 수 있디 하지낀 진진날씨는 영:써파 

김븐 방맹으로 파전B] 느 반면‘ 다븐 만개는 양력괴 lp[f 반대 방빙00 모 펴전한마는 자이짐이 있시 때{，F에. 누 갇l개야l 식 용히는 양력피 크기ξ 

달바지까1 판녀 。|와갑이 호|전 빙항의 차01늠두닐새이| 작용i노양랙의 .::;-기애 차。|룹만드늠 갓이고 띠싹서 삐늑셰 호|전하늠 전진닐새는 

상시의 저땅유 민아 점점 느려짐파 동시에 젠선쑥에 자용히는 F三L익 1앙향으판 ‘힘득 민는다. 가칭- 민려꺼지 납아간 워지어l시 부매망-ζ 김지끼 

전진운농은 임추Jl 감낀-적으보 싱시한붓 보0)미 화전축윤 바꾸어 제사피보 날아오는 모갚을꾀침할 수 있았는데‘ 바보 이 때 부페장으l 닙개어l 

작용하는 영:써의 둡균헛0] 도괴른 발생시켜 회진측의 빙향윤 댄하세 한 것이려-고 생각한 수 었다 

꽉잡-&)깨 느껴AI~ 부메장ó!~ 피전 R통걷 뉴텐익 λ11 2법직읍 시‘용&]변 보다간만히 ,) I해힐 수 있다. 희전쑥에 대한물체의 껴성!，I_lil!~_를 

r 각슈도듭 쩌 그7 하l건， 걱운동량 f=Iw와 같디 셔|이| 작쉽-하늠 알짜 로 렌 각운동향으l 맨웹 동일하므펴=짧]Jl .O]는 이수 짧은 
시간간격 풍인에 각운풍량익 코가 변회가dL파낀 c}는 젓이나. 이러잔툰코가 지용히떤 문제는회선옥 히-거l 뇌는대， 그 u:ß 각운동량의 변흐1-는 

토극기- 직‘상히논 방헝 o 록 나rt년다. 섣괴-적 P록 토극 방행00 보의 각운농링，서회를 승심측이 훌직인 각도 d ýÍ 보 나rt내면‘ 

dØ=종=뚱한} 캅띠 띤진 부내l링 。l 져] :<.]려도 도l놀이-오는 젓은 가장 밀려 날이 간 순간， 각 날111에 작용하는비대칭척얀 맹딱의 염딴도 
보크가 민생히고 그 힘이 적용히든 방평:6로 각운동!량파 크기에 변피가 생 김 q로써 회전쑥이 움잭이시 때분0]마.ll_별 수 았다. 만약 몹제의 

회전이1 의한 각운동량이 닛디-끼 싱 ~H적.9.~회전측이 미-귀는순산은 길이실 수도 있다:1.넣지만부띠1렁으| 경우 실랑이 기밴j 꽉도기 작을 

뿐안 아니라 회선판}，: 짧기 때문에 각운등량이 크지 않아시‘ 가정- 민리끼지 납아간 정점에서 순간지으R 호l‘선측-닫 바뀌 판아오는 젓으군 

생각원다. 이 때415어l ‘세떤 경우에늑부내1량의 전진유휴고l 회전운동씨마치 븐원윤 ‘1내는것처암 히나의 연섣된운·봉P도 나더년다:17-볼수 

있녀. 

팽이가 :섰싼1 기l 사서 틀c}가 성지 쑥g H때시며 회 서&]어 나중에는 거꾀 수j갱어~ ;]-깝711 '，--워서 1 1:-븐 젠l싱 지전거를 L너 c}가 순긴，~-]_O 로 

앤듭을 블01 진힘1 벙-헝을 마꾸l도 던。|지지 않Y- 암 미-퀴기 핵 하Jl. 돌ul 회진하}는 현상을 흔히 칭휘렌]-.01러현1- 여|능- 모두기- 부ull렁이 제자 

러군본。l오는 웬려와간은파학직 근거듀비닦으권-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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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4) 팽이익 세차운동 〈그럼6} 자전거의 세치운동(1) 〈그린 5) 자전거의 서|차운동때 

5. 보완해야할부분 

출처 : b l.l.[>: !/'b.nx:'‘P!L'yi~L(‘사ihy-i1~ LJ'_하11 ， i~ du/lba:w/ !..op, b 11、II

bu.p: 까i 샤:o<::rp!Ly.:..;ic t-l‘ pby-o，<， 1.]'.와1I，P (lu/)‘[""，얀)i:、p- .'(1.'J11 

Lμ 킥이!센: '.~‘τ;.~"'N. í{00，π).，. ç(1‘'\ 김색어.p ‘ï? l..~.~:F~f)l“ 깐1(17‘ l? Rl 

부메장괴- 핀랜된 괴-삭적 얀 헨상윤 작 섭 선쉽감 봉해 승멍해 5'.이고사 히 였 0_나‘ 새헨성 윤 닙l콧한 증요한 부분음 많이 놓친 선쉽이 었다. 

실힘이 기실 객관적인 선뢰도이I ~H하여 걸저하게 고낀하지 ‘하한 새. 오히터 이론적91 1.11성쉰긴색하고수진하는 일에 많완 시간능할애휘-으 

건써정량시얀눈서에 반계득넘겼다 선헌옥통애속성산 견파득이른시인 득에 빚거l 해석S] 러나며L..I 사션득 수성히고추가 석협딛 전시l히는 

L;랙 없이. 이미 성해놓은 탑안011 심힘 성게륜 끼워 맛츄 갓 감아서 이쉬유: 11이 많이 낚÷÷ 심휘ú]있디- π]-려서 심힘 ‘실괴를 보디- 정빌히게 

측전하i]_. :::1 내용을 dala고 제시해야 댔다. 또싼 각 실헨에서 시씬횟수들 늘2l 던지는 현!파 같이 완-벅허 폰제한 수 없었던 변인의 영향을 

검괴헤서 씌디l한 없이l노록 ~r_'Ç끽했어이 한까. 이외- 김옥 선샘음 힘 때에논， 꺼련 이판의 내상영괜맏만 。아}니E마f 。이l플 z객”十1 

수삭윤 침고춰-ð 노g씨1，’ 영향윤 u띠l대치는 l;:I ~1을 잦논 젓에서부터 설 껴|븐 시작파여 걸J!I른 정밀하게 측정하고 저|시할 수 있도낙 노폐하쓴 것이 

중요하다는점얻 t배욱수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