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3. 포물체 운동
실험 목표
✓

2차원 운동 개념을 이용하여 포물체 운동한 물체의 낙하지점을 예측한다.

배경이론
✓

(YOUNG) Chapter 3.3 참고

✓

(Giancoil) Chapter 3.5 ~ 3.7 참고

포물체 운동
공기 저항이 없는 포물체 운동의 경우, a x = 0이고, a y = −g 이다. 좌표와 속도 성분은 시간의 함
수이며, 경로의 모양은 항상 포물선(parabola)이다. 일반적으로 원점은 최초 운동 위치로 잡을 때,
수평과 α0 의 각으로 쏘아진 물체의 운동은 다음과 같다.
1
𝑥 = (𝑣0 𝑐𝑜𝑠 𝛼0 )𝑡,
𝑦 = (𝑣0 𝑠𝑖𝑛 𝛼0 )𝑡 − 𝑔𝑡 2
2
𝑣𝑥 = 𝑣0 𝑐𝑜𝑠 𝛼0 , 𝑣𝑦 = 𝑣0 𝑠𝑖𝑛 𝛼0 − 𝑔𝑡

문제
아래의 주어진 상황에서 물체가 포물체 운동을 할 때, α0 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물체의 수평 도
달거리는 얼마인가?(단, )

실험도구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 센서 연결케이블 2 개, 포토게이트 2 개, 스탠드 세
트, 레일, 쇠구슬, 양면테이프, 종이테이프, 먹지, 종이, 자, USB 플래시 드라이브.

실험과정
1. ‘문제’ 과정을 완료한다.
2.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포토게이트의 위쪽 포트와 인터페이스의 [A] 채널을 연결한다. 연결된 포토게이트의 아래쪽
포트에 센서 연결케이블을 연결하고, 나머지 한 쪽을 포토게이트의 위쪽 포트에 연결한다.

4.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설치한다. 레일의 한쪽 끝은 스탠드 집게에 물리고, 나머지
끝은 테이블 끝에 오도록 스탠드의 위치를 조절한다. 테이블 끝부분에 있는 레일은 약 15cm
정도 길이를 양면테이프로 고정한다.
※

레일의 한 쪽 끝은 반드시 책상 끝과 일치 해야한다.

5. 포토게이트 2개를 설치한다. 이 때 포토게이트 사이의 거리는 5 ~ 15 cm으로 하고, 포토게이트
를 종이테이프로 고정한다. 단, 포토게이트 사이의 레일은 테이블에 딱 붙어있어야 한다.
※

2개의 포토게이트 사이의 레일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스탠드 집게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레일의 높이 ℎ를 20 cm 로 만든다. 이 높이에서 쇠구슬을
굴려서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하고, 공이 낙하한 지점에 먹지를 설치한다.

※ 바닥에 깔아 놓은 먹지가 밀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다.

질문! 구슬의 높이는 구슬 중심의 높이인가? 구슬 바닥의 높이인가?

7. [실험시작] 버튼을 누르고 쇠구슬을 굴린다. 실험 시트에 나온 값을 ‘실험 1’의 결과표에 적는
다. 이때, 먹지에 찍힌 자국을 기준으로 도달거리(S)를 측정하여 ‘실험1’의 결과표에 적는다.
※

쇠구슬을 레일에 굴릴 때, 힘을 주어 굴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면서 실험한다.

※

테이블의 높이(H)와 도달거리(S)를 정확히 측정한다.

8. 레일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10 번 반복한다. 모두 다른 높이에서 실험해야 한다.

실험 결과
테이블의 수직높이 (H)

m

포토게이트 사이의 거리

m

중력 가속도 (g)

반복

높이 (h)

포토게이트 사이를 통과

횟수

[m]

하는데 걸린 시간 [s]

1

0.20

2
3
4
5
6
7
8
9
10

𝟗. 𝟕𝟗𝟗𝟎𝟏 𝐦/𝐬 𝟐 (청주 기준. Wolfram Alpha 제공)

초기속도 (𝑣0 ) [m/s]

테이블부터 낙하지점까
지의 도달거리 (S) [m]

결과 분석 방법
수평 도달거리 S [m]:
2 × 테이블의 높이 [m]
2𝐻
𝑆 = 𝑣0 √
= 초기속도 [m/s] × √
𝑔
중력가속도 [m/s 2 ]

(식. 1. )

측정값: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온도, 시간 등의 물리적인 양을 특정한 도구나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수치로 나타낸 값.
𝑥1 , 𝑥2 , 𝑥3 , … , 𝑥𝑁
평균(Average, Mean): 측정값이 주어진 x에 대한 최적의 추정값. (N 은 반복 횟수.)
𝑥̅ =

𝑥1 , +𝑥2 + 𝑥3 + ⋯ + 𝑥𝑁
𝑁

오차율: 참값에 대한 오차의 비율.
오차율 =

|이론값 − 실험값|
이론값

× 100 [%]

결과 분석
* 유효숫자에 유의하여 분석 결과를 쓰세요
반복횟수

초기 속도로 구한 예상 낙하지점 S [m] (이론값)

1
2
3
4
5
6
7
8
9
10
오차율의 평균값 [%]

오차율 [%]

결론
✓ 속도 측정 결과로 예상 낙하지점을 계산하는데, 실험 결과(속도)를 근거로 한 수치적 예측(예
상 낙하지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측한 낙하 거리가 적절한가? 설명하여라.
✓ 예상 결과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공기저항을 고려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했는가? 만
약 계산에 넣지 않았다면 공기저항이 공의 낙하거리에 어떤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 실제 낙하지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쇠구슬의 낙하모습을 2차원 운동학 측면으로 설명하라.
✓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쇠구슬을 굴린 높이(h)에 따른 실제 낙하지점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속도-거리, 높이-속도, 높이-(속도)2 그래프를 그려보고 설명하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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