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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Design & Build Physics Lab

 Make the maximum R.P.M. using paperfuge constructed by y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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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ake the maximum R.P.M. using paperfuge constructed by yourselves!

1. 목적

 종이 원심분리기(Paperfuge)는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원심분

리기이다. 반지름이 5 mm일 때, 125,000 rpm(분당 회전수)까지 올라가며, 50 mm에서는 

20,000 rpm까지 올라가 원심분리기로 쓰기에 충분한 회전 속도를 낼 수 있다. 종이 원심분

리기는 적정기술의 한 예로서, 원심분리기를 구매하기 힘든 지역에서 싼 원심분리기를 공급

하고자 고안되었다. 종이 원심분리기는 종이로 만들어진 원판에 실로 장력을 가해줌으로써 

원판에 회전력(Torque)를 주게 된다. 하지만, 공기 저항력과 실의 꼬임이 원판의 회전을 방

해한다. 우리는 공기 저항력과 실의 꼬임을 고려한 원판의 회전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회전 속도가 극 화된 종이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학

기 일반물리 시간에 배운 관성 모멘트, 회전력, 공기 저항력 등을 복습하고 어떻게 응용되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종이 원심분리기의 회전력과 자석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발생된 전기 에너지로 LED에 불을 킬 것이다. 종이 원심분리기의 회전 주기에 따라 LED의 

불빛이 깜빡이게 된다. 이를 없애고 불빛의 켜진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축전기

(Capacitor)을 이용할 것이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패러데이의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을 

익히고, 축전기의 원리와 간단한 전기 회로의 원리를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종이 원심분리

기의 역학적 내용과 간단한 추가 실험을 통해 전반적인 일반 물리의 내용을 익히는 것이 이

번 실험의 목표이다. 본 DBL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 전기 회로 구성과 전자기 유도 법칙

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습득 및 창의적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론적 모델 제

안, 실험수행, 그리고 분석과정 등의 다양한 경험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수

행능력의 극 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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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종이 원심 분리기의 모식도(3).

그림 6.2 종이 원심분리기에서의    

            실의 3가지 꼬임 형태(3).

2. 이론 및 원리

 가. 종이 원심분리기 회전의 역학적 모델 

 종이 원심분리기의 회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사람이 가해준 힘, 원판에 가해지는 

공기저항력 그리고 실이 꼬이면서 생기는 저항력

이다. 회전력은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이

며, 이 회전력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회

전력과 공기 저항에 의해서 방해되는 회전력, 실

의 꼬임에 의해 방해되는 저항력의 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방정식 6.1은 종이 원심분리기에 가

해지는 회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6.1

 각각의 회전력 성분에 관한 설명은 뒤의 부록에 써져 있다. 그림 6.1에서는 손의 힘이 어

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 알 수 있다. 실이 꼬여 있을 때, 손의 힘은 원판을 돌리는 데에 

쓰일 수 있다. 공기 저항력은 원판의 표면에서 마찰력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실의 꼬

임은 그림 6.2에서 원판의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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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이 원심분리기의 분당 회전수에 미치는 요소

그림 6.3 분당회전수에 끼치는 요소들 : A.힘과 원판의 반지름, B. 원판의 반지름과 두 

          께, C. 원판의 반지름과 실의 두께, D. 원판의 반지름과 총 실의 길이(3).

   

  종이 원심분리기가 원심 분리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빠른 분당 회전수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림 6.3은 해당하는 요소들을 바꾸어 가며, 실제로 실험한 결과이다. 손으로 

가하는 힘이 강할수록 분당 회전수가 빠름을 알 수 있다. 공기 저항력과 관련해서는 원판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분당 회전수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실과 관련되어서

는 실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리고 총 실의 길이가 길수록 분당회전수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종이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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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 종이 원심분리기 발전기 

그림 6.4 원판의 분당회전수 측정.

다. 기타 실험과 관련된 이론 및 원리

1) 분당 회전수(RPM) 측정 원리

회전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방   

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빛을 이용하여 측정을 할   

것이다. 그림 6.4에서 보이듯, 원판   

에다가 가늘고 긴 구멍을 뚫는다. 그  

리고 회전하는 원판의 앞뒤로, 레이   

저와 광학 센서를 놓는다. 그러면,    

원판이 회전할 때마다 레이저가 구   

멍 사이로 통과해 광학 센서에 닿을  

것이다. 레이저가 구멍을 통과할 때마다 센서는 레이저를 검출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신호들 간의 간격을 통해 회전체가 한바퀴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시간의 역

수가 주파수(Frequency)이며, 만약 Hz (1/s or cycles/s) 단위라면, 60을 곱하여 분당 회

전수(RPM or cycles/min)를 알 수 있다.

2) 원심분리기의 원리

 원심 분리기는 용액으로부터 용해된 물질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물질들은 그들의 

크기, 모양, 밀도, 용액 내에서의 점성과 도는 속도 등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 이 물질들이 

원심분리기 내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원심력 덕분으로, 더 무거운 물체일수록 원심

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밑으로 침전하게 된다. 반 로 가벼운 물체는 더 적은 힘을 받기 때

문에 위로 떠오르게 된다.

3) 발전기의 원리

 그림 6.5에서 보이듯, 자석이 코일 주변에 

회전하게 되면, 코일이 받는 자기선속

(Magnetic Flux)가 변화한다. 종목실험 2-3

에서 배웠듯이, 코일이 받는 자기선속

(Magnetic Flux)가 변화하게 되면, 기전력이 

생긴다. 따라서 종이 원심분리기의 회전을 

통해 우리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전

기를 이용하여 LED를 켤 수 있다. 그리고 

철과 같은 물질을 코일의 중심에 놓게 되면, 

더 많은 전류를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이유는 자성을 띄지 않은 철은 그 안

에 자구라고 불리는 자성을 띄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구들이 무작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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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회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성을 상쇄되어 철이 자성을 띄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석에 의해 생기는 자기선속에 의해 자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서 철도자성을 

띄게 된다. 이는 코일의 자기선속을 증 시켜서 생성되는 기전력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

다. 그리고 도체에 걸리는 자기장이 급격히 바뀔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도체 내부에 소용

돌이 형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를 맴돌이 전류 (eddy current)라 부른다. 이는 철의 

자성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매끈한 철이 아닌 표면이 거친 

철을 쓰는 것이 좋다.

4) 회로의 구성

 코일과 LED로만 이루어진 장치에서는 종

이 원심분리기의 회전 속도가 빠를 때에만 

불이 켜지게 된다. 우리가 만든 종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일정치 않으므로, 

LED도 깜빡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우

리는 축전기와 다이오드를 바탕으로 회로를 

구성할 것이다. 그림 6.6이 이를 위한 회로

이다. 우리가 종이 원심분리기를 통해 만드

는 전류는 교류 전류이다. 왜냐하면, 자석

이 회전하면서 코일 중심으로 자석이 가까

이 갈 때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 갔다가 자석이 중심을 떠날 때에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

게 되므로, 우리가 만든 전류는 교류 전류이다. 교류 전류를 축전기에 연결하게 되면, 축전

기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이오드를 사용할 것이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회로 소자이

다. 따라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교류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전류로 바뀌게 되

며, 우리는 생성된 전류를 충전만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충전된 전류를 통해 LED

를 켜게 되면, 충전용량에 따라서 LED 불빛의 깜빡이는 현상을 막고, 켜지는 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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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산출물과 시연

가. 플라스틱 수지와 낚싯줄을 통해 종이 원심분리기를 만든다.

나. 레이저, 광센서(Light Sensor), 힘 센서(Force Sensor), PASCO Interface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힘과 회전에 따른 Pulse를 측정하는 장치를 셋업한다.

       

다. 모세관과 액체 등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를 해본다.

라. 종이 원심분리기에 자석을 붙여 발전기를 만든다. 코일 중앙에 철심을 넣고 코일과 

LED를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LED를 켜본다.

마. 코일에 그림 6.6의 회로를 연결하여 오래 켜지는 LED 회로를 구성해본다.

   

4. 결과 및 분석 (최종포스터 발표 자료에 포함) 

       

가. 시간에 따른 손의 힘과 분당회전수(RPM)을 측정한다. (손힘과 분당회전수 최 값의 관

계를 파악한다.)

나. 반지름이 다양한 종이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보고, 분당회전수를 측정한다. (원판의 반지

름과 분당회전수 최 값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 모세관에 넣은 액체를 원심분리 해본다.

라. 회전 한 번에 생성되는 전류와 전압 값을 측정하여 기전력을 계산해본다.

마. 축전기를 10 V까지 충전시켜본다.

바. 여러 형태의 종이 원심분리기를 만들고 힘의 세기를 조절하여 최  RPM을 낼 수 있도

록 만들어 본다. 

사. 만들어진 종이 원심분리기와 코일이나 철심, 회로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축전기의 

충전 효율(전기용량 × 축전기의 전압 시간  )을 높여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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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수지          낚싯줄

Force Sensor

    Light Sensor

   Pasco 750 Interface

5.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실험1> 종이 원심분리기를 만든다. 종이 원심분리기에 가하는 손의 힘과 종이 원심분리기

의 분당 회전수를 측정한다.

<실험2> 특정 액체를 모세관에 넣고 종이 원심분리기에 붙여서 원심 분리를 한다.

<실험3> 종이 원심분리기에 자석을 붙이고, 코일과 LED를 연결한다. 종이 원심분리기를 

회전시켜, LED를 켜본다.

<실험4> 코일과 다이오드, 축전기, LED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종이 원심분리기로 

축전기를 충전시키고, LED를 켜본다.

1) 실험장치

플라스틱 수지, 낚싯줄, 레이저, Force Sensor, Light Sensor, Pasco Interface, 스탠드, 

모세관, 자석, 코일, 철심, LED, 다이오드, 축전기, 저항, 실험모형(빵판, 브레드보드, Bread 

board), 전선, 글루건, 인두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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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실험1> 종이 원심분리기 제작 및 힘과 분당회전수 측정

① 준비된 플라스틱 수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다.

② 원판의 중간에 2.5 mm 간격으로 두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가늘고 긴 구멍도 뚫어주어 

분당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 2.5 mm 간격으로 두 구멍이 뚫려져 있는 아크릴 판 두 개를 준비한다. 아크릴판들을 원

판의 앞뒤로 구멍에 맞추어서 글루건으로 붙인다. 글루건으로 인해 막혀진 구멍을 송곳으로 

다시 뚫는다.

④ 낚싯줄을 원하는 길이로 자른다.

⑤ 낚싯줄 하나를 구멍에다 끼워 넣는다. 낚싯줄을 반 편 구멍에 교차하여 넣고, 낚싯줄 

끝을 묶어준다. 

⑥ 핸들 1개를 준비하여 낚싯줄 고리의 한 쪽 끝을 핸들에 고정시킨다.

⑦ 레이저를 책상 위에 둔다. 스탠드를 준비하고 레이저 빛이 닿는 높이에 Light Sensor를 

설치한다. 레이저 빛이 Light Sensor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적당한 높이에 Force 

Sensor을 설치한다.

⑧ Force Sensor와 Light Sensor을 Pasco 750 Interface에 연결한다.

⑨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Data Studio”를 실행시키고, “Welcome to data studio” 창에서 

“Create Experiment”를 선택한다.

⑩ 각 포트에 연결된 센서를 선택한다. Light Sensor의 Sampling rate는 적어도 Hz를 

넘기도록 한다.

⑪ “Data Studio”의 “Displays” 목록 중 “graph”를 선택하여 하나는 힘 – 시간 그래프 

창을 띄우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여 빛의 세기 – 시간 그래프 두 그래프 창이 

띄워지도록 한다.

⑫ 핸들이 없는 나머지 한 쪽 끝을 Force Sensor의 고리에 연결시킨다.

⑬ 원판을 회전시켜 실을 충분히 감아주도록 한다.

⑭ “Data Studio” 상단 툴바에 있는 “start”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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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핸들을 당겨서 원판을 회전시킨다. 회전시킬 때, 원판에 레이저가 맞도록 해야 한다. 

레이저가 원판의 가늘고 긴 구멍을 통과해야 분당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다.

⑯ 그래프가 얻어지면 “Data Studio” 상단 툴바의 “stop”버튼을 눌러 측정을 끝낸다.

⑰ 두 데이터를 Export시킨다.

⑱ 빛의 세기 – 시간 데이터를 Excel를 통해 분당 회전수 – 시간 데이터로 바꾼다. 

※ 빛의 세기 – 시간 데이터를 분당 회전수 – 시간 데이터로 변환하기

① 엑셀을 실행한다. 그리고 Export된 파일을 엑셀 화면으로 드래그하여 파일을 연다.

② 그러면 A열에 시간, B열에 빛의 세기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C열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쓴다. : =If(B3>=80, If (B4<80,1,0),0)

 80은 임의의 숫자로 0부터 빛의 세기 최 값 사이의 아무 숫자면 된다. 이 수식의 뜻은 

빛의 세기가 80을 돌파하여 떨어질 때, 1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 레이저 빛이 

구멍을 통과하다가 원판에 맞기 시작한 시점이 될 것이다.

 수식을 다 쓴 후에는 셀의 우측 아래편에 마우스 커서를 두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것이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하여 같은 열에 확장시킨다.

③ D열에는 특정 시간동안에 찍힌 1을 모두 합할 것이다. 예를 들면, 0.1초 동안에서의 

Pulse 횟수를 센다고 하자. Sampling rate가 2,500 Hz인 데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 =Sum(C3:C252)*60*10

 (=Sum(⋯ )*60*(1/특정시간))

마찬가지 방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같은 열에 확장시킨다.

※ 특정 시간은 반드시 0.1초를 넘겨야 한다.

④ 탭이 있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텍스트 (탭으로 분리)”로 선택)

※ 그래프 그리기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아 Excel로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드므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① 바탕화면의 “MagicPlotStudent”를 더블클릭하여 실행한다.

② 상단 툴바의 “Project” 탭에서 “Import Text Table”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 + 

I”를 눌러 실행한다.

③ “Data Studio”로 Export된 파일을 찾아서 연다.

④ 각 자료의 이름 (ex. 시간, 분당회전수, 힘 등등)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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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래프로 보고자 하는 두 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Create Figure”을 

클릭한다. “Line, Marker, Line&Marker” 중에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한다.

⑥ “Add to Figure”을 선택하면, 화면에 그래프가 뜨게 된다.

⑦ 한 축을 더블클릭한 후, “Axes General” 탭에서 “X scale”과 “Y scale”을 통해 X 축, 

Y 축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⑧ “Axis Style” 탭에서는 축의 글꼴 서식과 축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⑨ “Project”의 “Export Image”를 통해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는 

단축키 “Ctrl + E” 이용)

<실험2> 모세관에 액체를 넣어 원심분리하기

① 모세관에 원심분리하고자 하는 액체를 넣고 모세관 한쪽을 막는다.

  (모세관 실링 왁스나, 불을 이용해 모세관을 녹여 한쪽을 막는다)

② 원심분리 되기 전의 액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스마트폰에 카메라파이 앱을 설치한 후 현미경과 연결하여 관찰한다)

③ 종이 원심분리기에 좌우가 칭이 되게 모세관을 부착하고 회전을 시켜 모세관 안의 

액체를 원심분리한다.

※ 빨 등을 이용해 종이 원심 분리기에 고정 시키고 빨  안에 모세관을 넣어 안전하게 

원심분리한다.  

④ 원심분리 된 후의 모세관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다. 

<실험3> 종이 원심분리기에 자석을 붙여 LED 불 켜기

※ 자석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실험이다. 글루건과 청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야 한다.

① 옆의 그림과 같이 자석 크기만큼 원판에 

구멍을 뚫는다.

② <실험1>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이원심분리

기를 제작한다.

③ 자석을 구멍에 넣고 글루건으로 부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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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루건이 자석 전체를 감싸게 만들어 단

단히 고정시키도록 한다.

④ 마지막으로 청색 테이프로 자석을 감싸서 고정시킨다.

⑤ 준비된 LED와 코일을 연결시켜주는 바나나플러그를 납땜하여 연결한다.

⑥ 철심을 코일 중심에 끼어 넣는다. 

⑦ 종이 원심분리기를 코일 근처에서 돌린다. 

<실험4> 생선된 전기를 축전기에 충전시키고 축전기의 충전된 전기로 LED 켜기

① 옆의 그림과 같이 브레드 보드에 다이오드와 

저항, 축전기, LED로 회로를 구성한다.

② 바나나 플러그래 전선을 납땜으로 연결시키고, 

구성된 회로와 연결한다.

③ 축전기에 Voltage Sensor와 Current 

Sensor를 연결시키고, 750 Interface와 Data 

Studio를 통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도록 한다.

④ <실험3>과 마찬가지로 종이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축전기에 전기를 축전시킨다.

⑤ 충분히 충전되었으면, 스위치를 눌러 LED를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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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종이 원심 분리기의 모식도(3).

그림 6.8 원판을 정면으로 본 모습과 회전력 요소들.

6. 부록

 1) 손의 힘과 실의 장력에 의한 원판의 회전

 사람의 손은 주기적인 힘을 종이 원심분리기

에 가해줄 수 있다. 이 직선적인 힘이 원판을 

회전 시키는지에 하여 알아 볼 것이다.

 이에 앞서서 우리는 실의 장력이 일정하고, 

실은 무게가 없으며, 실의 길이가 늘어지지 않

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두 가정에 따르면, 

핸들에 가하는 장력과 원판에 가하는 장력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   ver tical   sin ) 따라서 그림 6.7에서의 핸들에 이어진 실들 간의 

각도( )와 원판에 이어진 실들 간의 각도()는 같다. 이 두 각도는 같은 각도

이므로, 앞으로 로 쓸 것이다.

 우리는 원판에 가해지는 회전력의 균형부터 시작할 것이다. 원판에 가해지는 힘의 성분은 

실의 장력에 의한 회전력( )이 유일하다.  cos  성분은 칭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

다.  회전력은 실의 꼬임에 의해  sin 가 중심에 의해 미세하게 벗어나면서 생기게 된다. 

이때, 회전력이    × 이므로, 그림 6.8에서 보이듯, 실 한 개에 의한 회전력은 

      ′ 이다. 

회전력에 작용하는 힘은 그림 6.8에서 보이듯,  ′    sin  ⋅ sin ′ ≈  


 이다. 

(∵ sin ′ ≈ tan ′  ′   ) 따라서 실 한 개에 의한 회전력의 크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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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총 4개의 실이 원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원판에 가해지는 회전력을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ign sin (6.2)

은 원판의 두 구멍간의 거리이며, 는 실의 장력, 는 원판이 돌아간 각도이다. sign 
은 부호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sign 











i fi f 
 
  

  i f    (6.3)

 우리는 장력 를 가해준 힘인 로 치환해서 쓸 수 있으며,   을 방정식 6.2에 

입하면 된다.

  sign  ta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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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심화학습(3)

심화학습

 방정식 6.4의 손힘에 의한 회전력을 찾기 위해서는 와 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이 감길 때,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다른 가정을 

통해 구할 수 있지만, 참고 논문 (3)의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따르면, 이 가정

이 가장 최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는 실의 꼬인 부분을 그림 6.9에서 보

이듯 3 부분 (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 )과 마지막 부분( )은 각각 

핸들에서의 실 간의 거리와 원판에

서의 실 간의 거리 그리고 각도 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중간의 꼬

인 부분( )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종이가 연필을 감싸며 

돌아가는 상황을 그림의 6.3처럼 생

각할 수 있다. 삼각형의 밑변과 빗

변의 각도는 이다.

 삼각형의 빗변이 만든 나선을 우리

는 실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삼각형

이 연필을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이다. 는 나선

의 돌아간 각도이고,  는 연필의 반지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에서 꼬인 실

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sin  sign


                 (6.5)

 이 방정식 6.5를 그림 6.9의 종이 원심 분리기에 적용을 한다면, 연필은 실의 반지름

인가 되고, 는 종이 원심분리기의 원판이 돌아간 각도가 되며, 는 실에 의해 생긴 

각도가 된다.

 각각의 세부분이 이루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의 이루는 각도는 모두 같기 때문

에   sin


,   sin
 

,   sin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총 실의 길이는 L이므

로,          이다. 따라서  sin
     

  이므로, 이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in  
   

                   (6.6)

는 핸들의 반지름이다. 방정식 6.4에서 tan 를 방정식 6.6으로 치환하면, 손힘에 의

한 회전력을 구할 수 있다.

                 sign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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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판에 가해지는 공기저항력 및 그로 인한 회전력

 우리는 이제 종이 원심분리기에 가해지는 두 번째로 주요한 힘인 공기 저항력을 분석할 것

이다. 각속도 를 지닌 원판이 유체에서 돌아갈 때, 원판의 주변에 원판의 표면에 접하는 

유체의 얇은 층이 생기게 된다. 만약,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면, 이 층은 일정한 흐

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때는 원판의 각속도와 공기 저항력이 비례하게 된다. 이때의 저항력

을 점성 저항이라 부르며, 유체의 점성에 의한 저항력이 크게 나타날 때이다. 하지만 우리

는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가 매우 빠를 때를 고려할 것이다. 원판의 속도가 매우 빠를 때는 

원판 주변의 층이 난류가 되어 소용돌이치게 된다. 이때는 공기 저항력이 속도의 제곱과 원

판의 표면의 면적과 비례하게 된다. 이때의 저항력은 관성 저항이라 부르며, 공기에 미치는 

힘의 반작용에 의한 저항이다. 그리고 공기 저항력은 원판의 면적에 비례하므로, 원판의 반

지름의 제곱에도 비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전력은    × 이므로, 반지름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6.8)

 자세한 식은 다음의 심화 학습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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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0 원판의 변수와 원판의 

     밑면이 받는 회전력의 요소들

심화학습

 우리는 또한 원판을 원기둥의 모양을 가진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원기둥의 반지름()과 원기둥의 두께

( )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표면적

의 작은 단위를  으로, 속도   
  으로 둔다

면, 우리는 가 받는 공기저항력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9)

  은 공기 저항력의 계수이며, 공기 밀도와 점성과 

같은 유체의 성질이나 종이 원판의 표면적 마찰 성질

에 영향을 받는다. 변수 는 실험 결과와 이론의 시

뮬레이션과 비교함으로서 찾을 수 있다. 참고 논문 

(3)의 Supplementary Information에서는  의 값을 

0.03으로 얻었다. 하지만, 변수가 환경에 따라 다르므

로, 우리의 실험에서는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6.10과 회전력의 공식(방정식 6.9)을 통해서 우 리는 공기저항에 의한 회전력을 구

할 수 있다. 먼저, 원기둥의 밑면이 받는 공기저항에 의한 회전력을 계산해 보자.

                  ×                              (6.10) 

원기둥 밑면이 받는 회전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base  



 ×     

     (6.11) 

  ∵           

 의 방향과   의 방향이 직각이므로, 

              base  



  



  


 

 

                  (6.12)

이다. 

 원기둥의 옆면이 받는 회전력은 옆면의 면적이      이고, 속도의 크기는   이

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13)

 따라서 공기저항에 의한 총 저항력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sign  


  

  


∵ 밑면이 개이므로     base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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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종이 원심분리기에서의     

          실의 3가지 꼬임 형태(3).

3) 실의 꼬임으로 인한 회전력

 실의 꼬임은 그림 6.11를 통해 략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이 전혀 꼬여있지 않으

므로, 실의 꼬임에 의한 회전력은 0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회전

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 회전력에 작용하

는 힘은 실에 의한 탄성력이라 볼 수 있다. 세 번

째의 경우는 실이 너무 꼬여서 더 이상 원판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

판 전체의 회전력을 0으로 만든다.

 이 세 경우를 바탕으로 세운 식은 다음과 같다.

      sign 

 max    




max    


 
max

 


        (6.15)

 이 식의 유도는 다음의 심화학습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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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우리는 이제 실이 원판에 가하는 많은 힘들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종이 원심분리

기가 돌아갈수록, 기하학적 극한인 고차나선(Supercoiling)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극

한, 고차나선 그리고 코일의 저항력 (Coiling resistance), 실의 탄력성, 실의 표면 마찰력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식(Empirical equation)을 세운다. 이 

경험식은 하나의 자유 변수(single-free parameter) 를 바탕으로 세울 수 있다.

 이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이용할 것

이다. 이 경계 조건은 그림 6.11에서 보이듯, 실이 어떻게 꼬이는 지에 따른 조건들이다. 

그 후, 우리는 모든 세 경계 조건들을 만족하는 연속적인 함수를 만들 것이며, 이 함수는 

  에 관한 방정식이다.

 우리는 그림 6.11에 묘사되는 3개의 관찰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i)    에서는 우리는 원판에 아무런 회전력을 안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

     (ii) 실과 실 간의 각도가      일 때, 꼬인 부분의 실은 꼬임의 저항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서 더 꼬일수록, 실의 저항은 더 심해지며, 원판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선형 스프링의 탄성력 모델을 이용

해서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이고, 여기

서 는 탄성계수(Spring constant)이다.

     (iii) 원판의 회전하는 각도  는 특정한 값(max  )를 넘을 수 없다. 즉, 원판은 실로 

인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max  ∞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세 조건들을 만족하는 연속적인 함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sign  


    


 



의 형태의 함수를 사용한다.  는 자유 변

수 (free parameter), A, B, C는 위의 세 개의 조건들을 반영해서 구할 수 있다.

  

 max       (6.16)

  max (6.17)

  max  (6.18)

 이들 변수들을 치환하면, 우리는   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ign 

 max   




max    


 
max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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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Zero-Twist 

Point(3).

 이제 우리는 과 max를 정의해야 한다.  를 

계산하기 위해 그림 6.12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지점은 zero-twist point

라 불리며, 실이 압축이 되거나 고차 나선 형태의 구조가 

되지 않는 한, 실이 더 이상 꼬일 수 없는 지점이다. 실이 

압축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그림 6.12에 따르면,  

은

 cos     


 


을 만족한다. 심화학습의 방정

식 6.6을 이용하면,  을  통해  을 구할 수 

있다.

 이제 max  을 찾을 차례이다. 우리는 꼬인 부분이 원판서

부터 핸들까지로 확장된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이 뜻은 

그림 6.9에 따르면, 오직 만 남은 것을 의미한다.

(      )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 가 만든 삼각형의 각도인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심화학습의 방정식 6.5를 이용하면, max를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다.

sin      
 max  

    (6.20)

 이제 우리는 방정식 6.1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쓴 식은 다

음과 같다.

     sign   
        

      

 sign   
 

     

 
 sign 


 max     




max    


 
max

 




         (6.21)

이 방정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

림 6.7에서 보이듯,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3은 참고 논문 (3) 

Supplementary Information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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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실험 결과 및 시뮬레이션 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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