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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ice for a block-type Bernoulli’s principle inquiry experiment was designed to verify the
principle of Bernoulli visually by directly manipulating various variables. That device was basically
constructed using three tubes with diameters of ϕ25, ϕ50, and ϕ80 so that the surface area of the
tube could be modified by the students. The three basic tubes can be constructed of various types
of experimental devices by using three tubes consisting of I, L and T. The devices wer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wind power and wind speed, could be controlled and phenomena related to
them could be checked visually. When the experimental values for wind speed and pressure in two
different parts of the tube were compared by means of the Bernoulli theorem and the continuous
equation, the errors at the two points were found to be similar to within 10%. In addition, the
speed of the fluid was observed qualitatively through visual devices using ping pong balls, flying
objects, and scents. Thus, student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various phenomena by applying
Bernoulli’s principle and experimenting with various types of experimental block-type devices.
PACS numbers: 01. 40. gf, 01.40.E−, 01. 40.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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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 개발
박진호 ·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학과, 진주 52673, 대한민국
(2019년 10월 05일 받음, 2019년 10월 28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직접 조작하여 베르누이 원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록형 실
험장치를 개발하였다. 블록형 베르누이 실험 장치는 기본적으로 3 가지 실린더 (직경 ϕ25, ϕ50, ϕ80)
형태로 제작하여 실린더의 표면적을 학생들이 변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가지의 기본 실린더는 I자, L
자, T자로 구성된 3 가지의 연결관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풍력과
풍속을 조절하며 그에 대한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실험 장치들을 제작하여 수준별 실험이
가능하게 하였다. 실린더의 직경이 다른 두 부분의 풍속과 압력을 측정한 실험값을 베르누이 정리 및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두 지점의 오차가 10% 이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탁구공
및 비행물체, 향 등을 이용한 시각 장치를 통해 유체의 속도를 정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장치를
통해 학생들이 관의 표면적에 따른 풍속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블록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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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실험장치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실험 활동을 통해 베르누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PACS numbers: 01. 40. gf, 01.40.E−, 01. 40. gb
Keywords: 과학교육, 물리교육, 베르누이 원리, 압력

I. 서 론
베르누이 정리는 유체역학의 기본법칙 중 하나로, 1738
년 베르누이가 발표하였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유체
의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속력이 감소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유리관 속의 물기둥을 더 세게 누르므로 물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유리관 속의 물기둥을 약하게
누르므로 물기둥의 높이는 높아진다. 이 정리는 결국 완전
유체에 대한 역학적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완전유체가 규칙적으로 흐
르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유체에 대해서는 변형
된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 중, 하늘에 비행기
가 뜨고 것에서부터 투수가 던진 야구공이 휘는 경우, 분
무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 날개 없는 선풍기까지 베르누이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
는 베르누이 원리는 정규교육과정에서도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베
르누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기의 이동을 학습하게
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같음을 알아보고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름을 학습하게 되며,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2].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제시되고 있는 베르누이 원리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다양한 변인을 조작하며 탐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3]. 그러나, 베르누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방법이나 기구를 소개한 실험교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4]. 시중에 이미 개발된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도구들은 그 형태가 거의 동일하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실험 도구에 직접적 변인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기회
가 거의 없어 수동적인 학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다양
한 변인을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각 변인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값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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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destal and holder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Pedestal and holder

Table 2.
Components (Tubes and Accessories)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Various Unit Tubes and Accessories

Basic tube

Motor

Connecting tube

Measuring Device

Visualization
Experimental Device

II. 연구 방법
1.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1)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 구성
Table 1과 Table 2는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 장치의 구
성 요소이다.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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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al combination design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Table 4. The overall combination design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Example for the Partial Assembly Diagram

Example for the Overall Assembly Diagram

있다. 블록형 베르누이 실험 장치는 기본적으로 직경 ϕ25,
ϕ50, ϕ80인 3가지의 실린더 형태로 설계하였다. 3가지의
기본 실린더는 I자, L자, T자로 구성된 3가지의 연결관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또
한 풍력과 풍속을 조절하며 그에 대한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터, 비행체, 공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유닛으로 구성하였다.

2) 베르누이 원리 실험장치 설계
블록형으로 구성된 실험장치는 실제 학생들에 의해 다
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베르누이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대표적인 형태는 Table 3과 같다. 베르
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를 구성하며 탐구해보며 학생들은
표면적의 넓이가 다른 관을 통과할 때, 표면적이 넓은 관을
통과하는 바람의 속도는 느리며, 표면적이 좁은 관을 통과하
는 빠르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수치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바람의 속도가 느린 표면적이 넓은 관 속의 풍압은 높고,
바람의 속도가 빠른 표면적이 좁은 관 속의 풍압은 낮다는
것을 탐구할 수 있다.
또한, Table 3과 같이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실험 장치들
을 조합하여 Table 4처럼 더 큰 장치로 학생들이 직접 조작
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베르누이 원리의 시각적
현상의 관찰뿐 아니라, 이론적 결과값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작을 통해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블록형으로 구성되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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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Bernoulli’s principle.

Table 1-4의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 설계를 바탕으
로 Fig. 1과 같이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 구성요소를
제작하였다. 기본관과 연결 관은 외경 ϕ25, ϕ50, ϕ80의
관으로 제작하여 관의 표면적의 넓이를 통한 변인을 조작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기본 관과 연결 관에 시각화 실험
장치, 풍속 측정 장치, 풍압 측정 장치 등을 연결하여 다양
한 형태를 구성하고 탐구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풍속
조절 장치는 모터, 에어프레셔, 송풍기 등을 통해 관 속으로
유입되는 풍속을 변화시켜 베르누이 원리를 탐구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시각화 실험장치 자체에도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되는 실험장치로 제작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론적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베르누이 실험장치의 원하는 부위에 풍속과 풍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결과 분석 방법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를 여러 형태로 구성하여 시
각적인 형상을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를 수치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작한 블록형 베르누이 실험 장치가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실험값과 이론을 비교하였다.

1) 정량적 측정
Fig. 1. (Color online)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a) Basic tube and Connecting tube,
(b) wind speed control device, (c) visualization Experimental Device, (d) measuring device, (e) configurable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in various forms.

풍속 측정기와 압력 측정기를 원하는 지점에 부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린더의 직경이 다른 두 부분의
풍속과 압력을 측정한 실험값을 베르누이 정리 및 연속방
정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지점에서 풍속과 압력의
곱이 일정한 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베르누이 원리 실험장
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2와 같이 튜브의 유선을 따라 비압축성 유체가

3)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 제작

있고 밀도 ρ 가 일정하다고 할 때, 튜브의 입구 쪽 단면적이

Development of a Device for a Block-Type Bernoulli’s Principle Inquiry Experiment – Jin Ho Park · Jong-Ho Park

1275

A1 , 압력이 p1 이고 출구 쪽 단면적이 A2 , 압력이 p2 라 한
다면, 단위시간 ∆t 동안에 움직인 질량은 같아야 하므로
∆tv1 A1 ρ = ∆tv2 A2 ρ = ∆m

(1)

이 성립한다. 또한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유체에 가해준
일은 운동에너지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아야
하므로
∆Ek + ∆Eg = W

(2)

가 되고 여기서
1
∆m(v22 − v12 )
2

(3)

∆Eg = ∆mg(h2 − h1 )

(4)

∆Ek =

1. I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 결과

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은 가해준 일이다.
이를 정리해 양변을 단위 부피 ∆V 로 나누면
1 2
1
ρv + ρgh1 + p1 = ρv22 + ρgh2 + p2
2 1
2
즉, 유선을 따라가면서는
1 2
ρv + ρgh + p = 일정
2
이 성립한다는 베르누이 정리를 얻는다.

Figure 3 과 같은 I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에서 풍
압과 풍속은 표면적이 넓은 관은 첫 번째(First point) 지점

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W = p1 A1 v1 ∆t − p2 A2 v2 ∆t

Fig. 3. (Color online) Combination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the form of I).

(5)

에서 표면적이 좁은 관은 두 번째 (Second point)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동력원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15
cm, 두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45 cm이다. 동력원 풍속을
15 m/s, 20 m/s, 25 m/s로 했을 때 관의 두께에 따른 첫

(6)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의 풍속과 풍압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7과 같다.

(7)

동력원의 풍속을 15 m/s, 20 m/s, 25 m/s일 때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공기의 와류와 병
목현상 등으로 인해 풍속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력원의 풍속을 3단계 (15 m/s, 20 m/s, 25 m/s) 로 조절하
여 실험하였을 때 관의 표면적이 넓은 관이 관의 표면적이

2) 정성적 관찰

좁은 관보다 풍속은 느리고 풍압은 높게 측정됨을 알 수

베르누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실
험장치를 통해 유체의 속력과 압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에 들어있는 탁구공, 깔대기에 올려진 탁구공을
설치하여 탁구공의 움직임을 통해 압력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나 향 등을 삽입하여 유체의 흐름
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비행물체가 부착되어
있어 비행기의 날개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있었다. 풍속을 일정하게 두고 실험을 했을 때 관의 표면적
차가 클수록(ϕ25, ϕ80) 풍속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풍
압의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한 표면적 차의 관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동력원의 풍속이 빠를수록 (25 m/s)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위 실험의 결과값들을 연속방정식
(VA AA =VB AB ) 대입해 계산해보면 I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에서 동력원 풍속 15 m/s일 때 ϕ50관과 ϕ25 관의
결과값은 V1 A1 =2.8(m2 · m/s) 와 V2 A2 =2.6(m2 · m/s) 로
오차 0.22(m2 · m/s)의 근사값의 수치를 얻을 수 있어 질량

III. 실험결과
베르누이 원리 탐구 실험장치를 통해 구성되는 기본적인
형태인 I자 형태, U자 형태, T자 형태를 구성하여 각 형태에
서 도출되는 수치 값을 분석하여 베르누이 원리 실험장치로
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장치는 중력가속
도가 g 로 일정하고 같은 압력과 같은 높이에서 공기의 마찰
이 없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연속방정식(VA AA = VB AB )
을 이용해 본 베르누이가 성립함을 알아보았다.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동력원 풍속 20 m/s
일 때 ϕ50관과 ϕ25관의 결과값은 3.7(m2 · m/s)와 4.2(m2 ·
m/s) 로 오차 0.47(m2 · m/s) 이다. 아주 근사값의 수치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동력원 풍속 15 m/s일 때 보다는
오차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력원 풍속 25 m/s
일 때 ϕ50관과 ϕ25관의 결과 값은 각각 4.4(m2 · m/s) 와
4.9(m2 · m/s) 로 오차가 0.56(m2 · m/s) 이다. 풍속 20 m/s
일 때와 동일하게 동력원의 풍속이 빨라질수록 오차의 범
위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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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15 m/s wind speed (the form of I).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50

and
and
and
and
and
and

wind
ϕ50
wind
ϕ80
wi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Wind speed (m/s)
3.8
16.6
3.0
20.2
3.2
14.2

Wind pressure (mbar)
3.8
0.3
4.2
0.3
5.0
1.3

Table 6.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0 m/s wind speed (the form of I).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50

and
and
and
and
and
and

wind
ϕ50
wind
ϕ80
wi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Wind speed (m/s)
5.9
26.6
5.1
30.1
5.4
24.6

Wind pressure (mbar)
8.2
1.2
9
0.3
9
2.4

Table 7.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5 m/s wind speed (the form of I).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Comparison
pressure of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25
of wind speed
pipes size ϕ50

and
and
and
and
and
and

wind
ϕ50
wind
ϕ80
wi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Fig. 4. (Color online) Combination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the form of U).

2. U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 결과
Figure 4와 같은 U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에서
풍압과 풍속은 표면적이 첫 번째 넓은 관은 첫번째 지점
(First point)에서 표면적이 첫 번째 좁은 관은 두번째 지점
(Second point) 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U자 형태의 관을
따라 두 번째 좁은 관은 세번째 지점 (Third point), 마지

Wind speed (m/s)
7.0
31.6
5.8
40.1
6.1
28.4

Wind pressure (mbar)
11.3
1.9
10.3
0.3
10.2
2.9

막 넓은 관은 네번째 지점 (Fourth point)에서 측정하였다.
동력원에서부터 첫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15 cm, 두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45 cm, 세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75
cm, 네번째 지점까지의 거리는 95 cm이다. I자 형태의
실험과 동일하게 동력원 풍속이 15 m/s, 20 m/s, 25 m/s
일 때 관의 두께에 따른 첫번째 지점, 두번째 지점, 세번째
지점, 네번째 지점의 풍속과 풍압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10과 같다.
관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단면적의 넓이가 같은 관이더
라도 공기의 유실로 인한 풍속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U자 형태의 관을 돌 때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에서는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로 이동할 때 풍속이 빨라지고 풍압이 낮아졌으며
U자 형태의 관을 돌아 다시 좁은 관에서 넓은 관으로 이동
할 때 풍속이 느려지고 풍압이 높아짐을 각 측정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U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에서도 I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결과와 동일한 규칙성을 보였다. 동력원의 풍속이 클
수록 (25 m/s) 측정된 풍속과 풍압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관의 크기 차이가 클수록(ϕ25, ϕ80) 풍속과
풍압의 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비록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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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15m/s wind speed (the form of U).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8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50 a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5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8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Third point (ϕ50)
Fourth point (ϕ80)

Wind speed (m/s)
3.8
31.6
14.6
3.1
3.0
20.2
18.2
2.9
3.2
14.2
12.5
3.0

Wind pressure (mbar)
3.8
1.9
0.3
3.2
4.2
0.3
0.3
3.7
5.0
1.6
1.4
4.5

Table 9.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0m/s wind speed (the form of U).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8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50 a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5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8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Third point (ϕ50)
Fourth point (ϕ80)

Wind speed (m/s)
5.9
26.6
24.6
5.1
5.1
30.1
28.6
4.7
3.2
14.2
12.5
3.0

Wind pressure (mbar)
8.2
1.2
1.0
7.2
9
0.3
0.2
7.9
5.0
1.6
1.4
4.5

Table 10.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5m/s wind speed (the form of U).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25 and ϕ8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s size ϕ50 and ϕ80

First point (ϕ5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5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25)
Third point (ϕ25)
Fourth point (ϕ80)
First point (ϕ80)
Second point (ϕ50)
Third point (ϕ50)
Fourth point (ϕ80)

Wind speed (m/s)
7.0
31.6
29.2
6.2
5.8
40.1
38.5
5
6.1
28.4
26.4
4.1

Wind pressure (mbar)
11.3
1.9
1.6
9.6
10.3
0.3
0.4
8.4
10.2
2.9
2.4
8.6

Table 11.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15m/s wind speed (the form of T).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80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공기의 유실이 있더라도 속력이 높으면 압력이 낮고 속력이

Wind speed (m/s)
0.7
0.4
0.4
0.6
0.3
0.3

Wind pressure (mbar)
3.5
4.5
4.5
3.1
4.2
4.2

낮으면 압력이 높다는 베르누이의 기본 원리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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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0m/s wind speed (the form of T).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80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Wind speed (m/s)
1.5
0.9
0.9
1.2
0.7
0.7

Wind pressure (mbar)
9.6
11.5
11.5
7.9
10.6
10.6

Table 13. Variati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at 25m/s wind speed (the form of T).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50
Comparison of wind speed and
wind pressure of pipe size ϕ80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First point
Second point
Third point

Wind speed (m/s)
1.8
1.2
1.2
1.5
1.1
1.1

Wind pressure (mbar)
13.6
15
15
12.2
14.5
14.5

Fig. 6. (Color online) Visualization Experimental Device
using a funnel of wind pressure verification.

Fig. 5. (Color online) Combination of Bernoulli’s principle exploratory experimental kit (the form of T).
있다.

T자 형태의 베르누이 관의 경우 양 끝을 막고 공기압의
변화를 활용해 스티로폼공을 움직이게 하는 실험장치 실험
이다. 위 실험의 결과 동력원의 풍속에 따라 각 관의 풍속과
풍압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같은 동력원의 풍속을 제공하
였을 경우 ϕ80의 관 보다 ϕ50 관에서의 풍속이 더 빠르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ϕ50관과 ϕ80관 모두 첫번째 지점 (First point) 에서 풍
속이 가장 빨랐으며 지점 두번째 (Second point), 세번째
(Third point) 의 풍속은 첫번째 지점 보다는 작은 수치로
같게 나타났다. 그리고 첫번째 지점에서의 풍압이 가장
낮았으며 지점 두번째와 세번째에서는 첫번째 지점 보다
높은 풍압이 나타났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므로 위의 실험결과를 본다면 스티로폼의 공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3. T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 결과
Figure 5 와 같이T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에서는
가운데 첫번째 지점 (First point) 과 T자 형태 관의 양 끝
부분을 두번째 (Second point), 세번째 (Third point) 로 지
정하고 풍력과 풍압을 측정하였다. 이 때 실험의 특성상
ϕ25관은 제외하고 ϕ50와 ϕ80의 관으로 실험하였다. 각
지점의 풍속과 풍압의 측정 결과는 Table 11-13과 같다.

4. 시각화 장치 실험 결과
1) 깔대기를 이용한 풍압 확인 시각화 실험 장치
Figure 6은 깔대기를 베르누이 실험 장치에 꽂고 위에
아주 가벼운 스티로폼 공을 올려 관의 크기 변화에 따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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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Visualization Experimental Device
of wind speed verification.
Fig. 7. (Color online) Visualization Experimental Device
using a ball of Styrofoam of wind pressure verification.
압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관의 표
면적이 큰 관은 관의 표면적이 작은 관보다 풍속이 느리다.
따라서 풍압이 높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관의 표면적이
작은 관은 관의 표면적이 큰 관보다 풍속이 빠르고 풍압은
낮게 측정된다. 그로 인해 관의 표면적이 두꺼운 관은 탁
구공이 높게 뜨고, 관의 표면적이 작은 관은 탁구공이 낮게
뜨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동력원의 풍속을 달리하였을 경우 풍속이 작으면
(15 m/s) 스티로폼 공이 둘 다 낮게 뜨고 풍속이 크면 (25
m/s) 스티로폼 공이 더 높게 뜨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관의 두께 차에 의한 높이의 차이도 관찰이 가능
한데 두 관의 두께가 ϕ25와 ϕ50일 때 보다 ϕ25와 ϕ80일 때
스티로폼 공이 뜨는 높이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티로폼 공 올리기를 이용한 풍압 확인 시각화
실험 장치
탁구공 올리기를 이용한 풍압 확인 장치는 깔대기를 이용
한 풍압 확인 장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제작하였
다 (Fig. 7). 탁구공 올리기 실험 장치의 원리는 T자 형태의
관의 가로관으로 공기가 지나갈 때 그 속도로 인해 압력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세로 관에서
공기가 가로관으로 이동하면서 스티로폼 공을 위로 올리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각 부품을 조립하여 T자 형태의
관을 만들어 스티로폼 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위 실험의 결과 상대적으로 풍압이 낮아진 가로관을
향해 스토로폼 공이 붙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풍속 확인을 위한 시각화 실험 장치
풍속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공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향을 이용하였다 (Fig. 8). 관을
원하는 형태로 조립한 후 향을 피우고 동력원을 작동 시 두

꺼운 관에서 공기의 흐름보다 얇은 관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꺼운 관과 얇은
관이 만나는 곳에서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와류가 생기는 것을 통해 본 실험 기구
들의 실험값이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름
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공기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T자 형태의 베르누이 실험 장치
에서 관의 가로관과 세로관을 통해 빠져나간 공기가 어떤
식으로 스티로폼의 공을 움직이게 했는지 공기의 흐름을
보여줘 학생들이 베르누이의 원리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직접 조작하여 베르누이 원
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블록형 실험장치를 개발하였다.
첫째, 기존 베르누이 실험 장치의 베르누이 원리를 구
현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을 해결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변인을 직접 조작하며 실험결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실린더의 직경이 다른 두 부분의 풍속과 압력을
측정한 실험값을 베르누이 정리 및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두 지점의 오차가 10%이내로, 유체의 속력과
압력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실험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탁구공 및 비행물체, 향 등을 이용한 시각 장치를
통해 유체의 속력과 압력을 정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완전 유체를 기본 가정하고 있기 때
문에 실험장치로 정확한 정량적 측정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실험 장치는 학
생들이 관의 표면적에 따른 풍속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정량적 측정을 통해 베르누이
원리의 재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구성하고 베르
누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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