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론(HERON)의 분수

 탐구 목표
 고대 그리스 과학자 헤론이 창안한 분수 장치를 통해 물과 대기 압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작동해보기 

스위치를 누르고 분수를 관찰한다.

 원리 이해하기
<헤론의 분수>
 용기 A의 물이 관을 통하여 밀폐된 용기 C로 옮아가면 이 용기 안에 있던 공기는 C에
서 B로 밀려든다. 용기 B에서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 물이 상승하므로 용기 B의 노즐
에서 분수가 만들어진다.

 탐구 활동 정리
헤론(HERON)의 분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자.

 실 생활에 응용하기
1. 우유를 약 15배(우유 1mL에 물 15mL를 혼합)의 물로 묽게 한다.
2.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스포이트
로 위의 묽은 우유를 약간 떨어뜨린다.
3. 현미경으로 묽은 우유를 관찰한다.

 더 알아보기(심화)
 헤론<Heron>은 그리스의 기계학자·물리학자·수학자로서 62~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
하였다. 이론보다 수학·역학의 응용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조준의로 토지를 측량하거나 월
식을 이용하여 로마~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 일종의 증기터빈인 '헤론의 기력구'와 
수력 오르간, 주화를 넣으며 물이 나오는 '성수함', 기타 여러 가지 자동장치를 발명하였다.



멈추지 않는 헤론의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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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헤론의 분수는 대기압을 공부할 때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위한 시연자료로도 

좋고, 과학행사장에 설치를 하여도 관심을 많이 끄는 자료인데 기존의 분수

는 위에 있는 병A의 물이 다 없어지면 다시 설치를 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어

서 행사장에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

기 위해 Y자관 4개와 실리콘 호스로 <그림2>와 같이 관②와 ④를 추가하고, 

클램프를 이용하여 물이 흐르는 경로를 통제하면 아래위의 병의 위치만 바

꾸면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하게 개량을 한 작품이다.

준 비 물

Y자관 4개, 클램프 2개, 실리콘호스 4m, 페트병 3개, 유리관 10cm, 고무마

개 1개

실험방법

1. 페트병 A, B의 뚜껑과 접시 아래 부분에 드

릴로 각각 두 개의 구멍을 낸다.

2. 유리관을 토치램프로 가열하여 노즐을 만

들고 그림처럼 접시에 끼워 넣어 분수받침대

를 만든다.

3. 그림과 같이 Y자관과 실리콘 호스로 병과 

접시를 연결하고 마개를 꼭 막는다. 기존의 

헤론의 분수는 관②와 ④가 없다.

4. 관 ②와 ④에는 클램프를 끼워 물이 흐르

지 못하게 한다.

5. 페트병 A는 물을 가득 넣고 높은 곳에, 페트병 B는 빈채로 낮은 곳에 설

치한다.

6. 위의 접시에 물을 조금 부어두면 분수가 시작된다.

7. 병 A의 물이 거의 없어지면 병 A와 병 B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관 ②와 ④

에는 클램프를 관 ①과 ③으로 옮기면 멈추지 않고 계속 분수가 동작하게 된다.



유의사항

실리콘 튜브와 병마개사이에서 공기나 물이 새지 않게 구멍을 실리콘 튜브

의 직경보다 작게 뚫는다.

보충자료

<그림1>과 같은 기존의 분수에 Y자관 4개와 실리콘호스로 관②와 ④를 추

가했다. 먼저 관 ②와 ④를 클램프로 집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면, 

<그림1>의 기존의 분수와 같은 구조가 된다. 관 ③을 따라 물이 병 B로 흐

르면 병 B의 공기가 관⑤를 통해 병 A로 흐르고, 병 A의 물은 관 ①을 따라 

올라가서 분수가 된다.. 병 A의 물이 거의 다 없어지면 클램프를 관 ②와 ④

에서 관 ①과 ③으로 옮기고, 병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이번에는 관 ④를 

따라 물리 병 A로 흐르면 병 A의 공기가 관 ⑤를 통해 병 B로 흐르고, 병 

B의 물은 관 ②를 따라 올라가서 분수가 된다. 따라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분

수가 나오게 할 수 있다.

기본정신

1. 어́떻게 새로운지’ : 물통의 위치와 클램프의 위치만 바꾸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분수를 실현했다.

2. 얼́마나 싸게’ : 페트병과 실리콘튜브, 클램프만 있으면 되므로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다.

3. 훌́륭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대기압과 사이펀의 원리를 직

관적으로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 생각된다.

숨겨진 이야기

처음에는 비닐튜브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는데 기밀이 유지되지 않아 실패

를 하였는데 실리콘 튜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처음에는 <그

림1>과 같은 기존의 분수를 만들어 학교 과학실에 전시를 했는데 위의 물통

의 물이 없어지면 물통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장치를 고안하

고부터는 전시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었다.



전기장치 없는 물 분수  

☞ 우리 모두 다 같이

?준비물 : 페트병 1개, 볼펜뚜껑, 빨대

글루건(본드총), 송곳, 인두(드릴)
고무관, 셀로판테이프, 볼펜꼭지, 나무젓가

락

?탐구순서

 ①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빨대 
끝에 볼펜꼭지를 붙이고 그것을 안쪽으로 

향하게 붙인다. 이 때 빨대가 뚜껑 바깥으로 1cm 가량 나오도록 본드 총으

로 붙인다.
 ② 뚜껑 근처의 페트병 부분을 구멍을 뚫고 고무관을 연결하여 본드 총으

로 붙인다.
 ③ 아래 그림과 같이 나무젓가락 세 개를 페트병 옆에 붙여서 세울 수 있

도 록 한다.

 ④ 페트병에 색깔물을 2/3가량 채우고 얕은 수조에 담궈 두면 물분수가 
쏟아 오른다.

☞ 알아봅시다.
 ① 물분수가 저절로 쏟아 오르는 이유는 뭘까?

 ② 물분수가 높게 쏟아 오르게 하려면?
 ③ 물을 다시 공급하지 않고 계속 쏟아 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나무젓가락

볼펜뚜껑

얕은수조

빨대

빨대

대기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