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부메랑을 날려보자！
오사카경제대학 교수 니시야마 유타카(西山 豊)
nishiyama@osaka-ue.ac.jp

게이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바깥접기 각도

도전해 보자, 재미있는 실험

날개 끝을 위로
조금 휘게 합니다.

만드는 방법

비행 형태

1. 두꺼운 도화지(0.5∼0.7mm)를 준비합니다. 백표지 또는
판지가 필요하며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로 좌선회(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방향)하여

2. 두꺼운 도화지를 제일 밑에 깔고, 그 위에 먹지를 올려

되돌아옵니다(왼손으로 던지면 우선회합니다).

놓고, 제일 위에 형지를 올려 놓습니다.

비행거리는 3~4m이고, 비행시간은 1~2초입니다.

3. 형지의 곡선을 따라 볼펜으로 부메랑 모양을 복사합니

(1) 바깥접기（10∼30도）

다. 점선을 넣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잡는 방법

4. 표면과 뒷면을 알 수 있도록 표면쪽에 표시를 해 둡니
다.

부메랑은 수평이 되어 되돌아오므로 양손을

5. 두꺼운 도화지를 가위로 잘 오려냅니다.

약30cm 정도 벌려 손바닥으로 재빨리 잡습

6. 책상 위에 놓고 잘 폅니다.

(2) 날개 끝을 위로 조금 휘게 합니다.

니다.

7. 점선에 자를 대고 볼펜으로 세게 누르면서 선을 2~3번
긋습니다. 바깥접기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8. 각 날개를 바깥접기를 합니다. 접는 각도는 10~30도(왼
손잡이인 사람은 그 반대로 접는다).

앞면

얼굴에 맞으면 위험하므로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던집시다.

던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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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이 얼굴쪽을 향하도록 날개 끝을 엄지와 검지손가락
으로 잡습니다(왼손잡이인 사람은 뒷면이 얼굴쪽을 향하도
록 합니다).
2. 날개를 땅의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세웁니다.
3.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회전을 많이 주도록 합니다.
4. 윗쪽방향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서 밀어내
듯이(다트를 던지듯이) 던집니다.

이 부메랑의 형지는 실칫수로 되어 있습니다.
20cm
1

부메랑은 왜 되돌아 오는가?

부메랑협회 홈페이지

부메랑은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바람을 받는 윗날개는 속도가 빠르고, 반대로 바람

일본 부메랑협회（ＪＢＡ）

http://www.jba-hp.jp/

에서 멀어지는 아랫날개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속도의 차이는 양력의 차이가 됩니다. 윗날

간사이 부메랑 네트워크（ＫＢＮ）

http://www.kbn3.com/

개는 양력이 크고, 아랫날개는 양력이 작아집니다. 이 양력의 차이에 의해 부메랑에는 상

미국 부메랑협회（ＵＳＢＡ）

http://www.usba.org/

단부를 왼쪽방향으로 돌리는 힘, 즉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회전
력을 토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메랑은 회전축을 유지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양력의 차이에 의해 넘
어지려 한다, 방향을 바꾼다, 넘어지려 한다,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현상이 연속하여 일어
나므로 그 결과 부메랑은 왼쪽으로 선회하여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팽이
가 넘어질것 같아지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여 좌우로 흔들리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를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진행방향

세차의 축

세차의 축

세차의 힘

속도가 빠르다

토르크의 축

세차의 힘

회전축

양력이 크다

회전축
속도가 느리다
양력이 작다
토르크

그림1. 좌선회의 설명

그림2. 오른손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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