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4. Newton의 제 2법칙
실험 목표
✓

힘-시간 그래프와 가속도-시간 그래프를 비교하여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

힘-가속도 그래프를 분석하여 힘과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

✓

앞뒤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배경이론
✓

(YOUNG) Chapter 4.3, 5.2 참고

✓

(Giancoil) Chapter 4.4 참고

Newton의 제 2법칙
물체의 관성적 특성은 질량으로 표현된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의 가
속도는 그 힘들의 벡터 합(곧, 알짜 힘)과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 관
계가 Newton의 제 2법칙이다. Newton의 제 1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도 관성기준계에서만 유효
하다. 힘의 단위는 질량과 가속도의 단위로 정의된다. SI단위계에서 힘의 단위는 N(뉴턴)이고,
kg ∙ m/s 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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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도구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 센서 연결케이블 3 개, USB 플래시 메모리,
힘 센서, 가속도 센서, 모션 디텍터, 카트, 500 g 추 1 개, 트랙, 테이프, 스토퍼 2개, 클램프 1개.

실험과정
실험 1
1.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가속도 센서를 [B] 채널에 연결하고, 힘 센서를 [C] 채널에 연결한다.
※

반드시 위와 같이 연결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

3. 힘 센서 측면의 스위치로 Range를 설정할 수 있다. 80 N 쪽으로 스위치를 옮긴다.
4. 아래 그림과 같이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를 테이프로 묶은 후 트랙 위에 올린다.
※

가속도 센서의 케이블이 힘센서의 고리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카트와 센서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실험설정] → [입력설정] 에서 [측정간격]을 0.05초로 바꾼다.
6. 가속도 센서와 힘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실험설정] → [센서설정]으로 들어가서 센서
교정의 [교정하기]를 누른다. [교정]을 누른 후 [닫기]를 누른다. 이 때, 두 센서 모두 영점을
설정 해야한다. [CH C]의 힘 센서도 반드시 영점 설정을 한다.
※

힘 센서와 가속도 센서는 매 실험마다 영점을 다시 잡아줘야 한다.

7. [실험설정] → [센서설정]에서 [CH B]로 놓고 가속도 센서의 단위변환 [설정하기]를 누른다. g
대신 m/s 2 으로 설정한 후에 [적용]을 누른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8. [차트만들기] → [개별차트만들기]를 눌러서 가속도-시간, 힘-시간 그래프를 만든다.
9. [실험시작]을 누르고 힘 센서의 고리를 붙잡고 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인
후 [실험중지]를 누른다.
※

힘 센서의 고리를 잡고 움직일 때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 [분석도구] → [선형]을 클릭 한다. [기준이 되는 데이터]에 가속도의 일정 범위를, [분석할 데
이터]에 힘의 같은 범위를 지정한다. [분석될 데이터]는 비어 있는 오른쪽 공간의 셀을 임의로
지정하고 [확인]을 누른다. [분석될 데이터]를 측정값과 너무 가깝게 배치할 경우 측정값이 지
워질 우려가 있다. (부록 3.1 사이언스큐브로 선형분석하기 참고)
11.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 + 500 g 추 1 개]로 위의 실험을 반복한다.
※

추와 카트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실험 2
1. 아래 그림과 같이 트랙을 바닥에 닿은 곳부터 서랍까지의 거리가 약 1 m가 되도록 기울인다.

2.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를 테이프로 묶어서 트랙 위에 올린다.
3. 카트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트랙의 앞 뒤로 스토퍼를 설치한다.
4. 힘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실험설정] → [센서설정] → [교정하기]로 영
점을 맞춘다.
5. [실험시작]을 누르고 힘 센서의 고리를 붙잡고 적당한 속도로 장치를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인
후 [실험중지]를 누른다.
6. ‘실험 1’의 10 과정처럼 선형분석을 한다.

실험 결과
실험 1
측정값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의 무게

오차율 [%]
kg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 + 500 g 추 1 개]의 무게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kg

실험 2
측정값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의 무게

오차율 [%]
kg

올라갈 때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내려갈 때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결과 분석
✓

‘실험 1’의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의 힘-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를 붙
인다.

✓

‘실험 1’의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 + 500 g 추 1
개]의 힘-가속도 그래프를 각각 붙인다

✓

‘실험 2’의 [카트 + 힘 센서 + 가속도 센서]의 힘-가속도 그래프를 붙인다.

결론
✓ ‘실험 1’에서 얻은 기울기를 질량과 비교하라. 이 결과를 이용하여 힘,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라.
✓ ‘실험 1’에서 가속도-시간 그래프와 힘-시간 그래프를 비교해보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
라.
✓ ‘실험 2’의 힘-가속도의 선형분석 결과는 영점을 벗어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실험
1’과 비교하여 설명하라.
✓ ‘실험 1’과 ‘실험 2’의 기울기는 왜 다르게 나오는가? 수식으로 설명을 해 보아라.
✓ ‘실험 2’에서 올라갈 때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와 내려갈 때 힘-가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른 이유를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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