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raph Matching
▶ 실험 목적
l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l 시간에 대한 거리,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미리 예측하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 확인한
다.

▶ 실험 이론
- (YOUNG) Chapter 2.1 ~ 2.2 참고
- (Giancoil) Chapter 2.1 ~ 2.3 참고
직선 운동,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할 때, 와 같은 좌표를 이용하여
원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를 표현한다.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평균 -속도
    는 변위         을 로 나눈 것과 같다. 어떤 시각  에서의 순간 -가속도
  는  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시각 에서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도와 같
다. 이와 함께   는 위치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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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도구
노트북 ( or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 케이블 )
센서 연결 케이블
모션디텍터

▶ 실험 방법
1. 노트북 뒷면의 [CHA] 포트에 센서 연결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을
모션 디텍터에 연결한다.
(데스크탑을 사용할 경우 본체의 USB 포트에 인터페이스 연결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하
고, 다른 한쪽 끝을 인터페이스에 연결한다. 인터페이스의 [CHA] 포트에 센서 연결 케이블
의 한쪽 끝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을 모션 디텍터에 연결한다.)
2.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과학실험] 란의 [실험 시트 만들기] 에서 [속도, 가속도 실험-운동센서]를 실행한다.
(실행 시 창에 세 개의 그래프가 뜨는데 맨 위의 그래프가 시간-거리 그래프 이고, 다음 그
래프가 시간-속도 그래프, 맨 밑의 그래프가 시간-가속도 그래프 이다.)
4.

메뉴의 추가기능 탭에서 [실험설정]을 클릭한 후 [채널설정]에 있는 “Excel 2007 전용

프로그램으로 실험하기”를 해제하고 [적용] 버튼을 누른다. [센서설정]에 들어가 [CHA]에
[운동기록센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누른다.
5. [입력설정]에 들어가 측정간격(초)을 0.05초로 변경 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6.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션디텍터를 테이블의 한쪽 끝에 세워두고 약 30Cm 떨어진 곳에
물체를 세워둔다.

7. 과학실험 툴바의 [실험하기]를 실행하고 물체를 앞 뒤로 움직이며 아래의 그래프와 비슷
한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고 [실험중지]를 누른다.

시간-거리 그래프

시간-속도 그래프

▶ 주의사항
l 센서 연결 케이블을 단자에 꼽을 때 단자의 모양과 케이블의 모양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
인한다.
l 모션 디텍터는 충격에 상당히 약하므로 충격이 가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한다.
l 모션 디텍터는 15Cm 이내의 물체는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므로 실험을 할 시 물체가 모
션 디텍터의 15Cm 밖에서 실험을 실시한다.

▶ 결과 분석
1. 위의 그래프들의 운동을 분석하여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출력하여
붙여라.
2. 각각의 운동 상태를 시간 변화에 따라 분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