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1. 측정 연습
실험 목표
✓

물체의 길이와 두께를 측정한다.

✓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계산한다.

배경이론
유효숫자
0.023 이나 2300 과 같이 숫자를 표시할 때,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0 이 사용된다. 유효숫
자란 단순히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0 이 아니라, 측정할 때 의미를 가지는 숫자를 의미한
다. 0.023 에서 앞 두 개의 0 은 유효숫자가 아니다. 2300 의 0은 유효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
다. 유효숫자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표기법을 사용한다.
과학적 표기법은 소수점 위에 숫자 하나만 남기고 유효숫자를 모두 쓰고, 크기의 정도는 10x 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의 두 숫자는 2.3 × 10−2 , 2.30 × 103 로 표시한다. (2300 의 경우 세자리
가 유효숫자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측정의 보고
측정결과 = 측정값 ± 불확도 (단위)
측정자는 불확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디지털저울(최소눈금 0.1 g)로 추의 질량 측정: 10.2 ± 0.05 g
예) 1 mm 눈금을 가진 자로 막대길이 측정: 101.5 ± 0.2 mm
한 번 측정했을 때는 위의 예와 같은 불확도를 가진다. 하지만 반복 측정했을 경우에는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 등을 이용하여 불확도를 결정한다.

실험도구
버니어캘리버, 마이크로미터, 측정할 시료(스마트폰-실측값(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길이)을 알
수 있다면 다른 물건도 상관없음, 동전-동전의 종류는 상관없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 센서 연결케이블 1 개, 운동기록 센서, 자

USB 플래시 드라이브.

<참고 - 실험도구 사용법>
버니어캘리퍼(Vernier Calliper)
버니어(아들자)가 달린 캘리퍼를 버니어캘리퍼라고 한다. 본체의 최소 눈금의 1/10 혹은 그 이
상의 정밀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아들자는 1 mm를 20등분하여 만든 것으로, 아들자의 한 눈금은
본체의 두 눈금보다 1/20(=0.05) mm만큼 짧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들자의 n번째 눈금이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고 있으면, n × 0.05 mm 만큼 더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아들자의 0이 어미자의 눈금 1을 약간 넘었다. 따라서 물체의 외경은
10.xx mm 일 것이다. 그리고 어미자와 아들자의 7번째 눈금이 일치했으므로 7 × 0.05 mm 만큼
더해준다. 전체 눈금은 𝟏𝟎 + 𝟕 × 𝟎. 𝟎𝟓 = 𝟏𝟎. 𝟑𝟓 𝐦𝐦 이다. 버니어캘리퍼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
으면 개인오차가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딤블이 한 바퀴 돌면 0.5 mm를 전진 또는 후진하게 되는데, 딤블에는 눈금이 50등분 되어있으
므로 한 눈금은 0.01(=0.5/50) mm를 나타낸다. 눈금은 아래의 그림처럼 읽으면 된다. 마이크로미터
의 영점은 물체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앤빌과 스핀들이 닿았을 때의 눈금이다.

스핀들을 앤빌쪽으로 밀 때는 반드시 래치 스톱을 돌린다. 래치 스톱은 일정 이상의 힘을
가하면 더이상 시료를 조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딤블을 돌리면서 측정하면 측정자가
가해준 힘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스핀들을 당길 때는
딤블을 이용한다. (래치 스톱을 돌릴 경우 헛돌면서 래치 스톱이 빠질 우려가 있다.)

실험과정
실험 1
1. 버니어캘리퍼의 구조를 관찰하여 각 부품의 기능을 이해한 후에 사용 방법을 익힌다.
2. 버니어캘리퍼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길이와 두께를 측정한다.
3. 실험 결과에 측정값을 기입한다.
4.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를 관찰하여 각 부품의 기능을 이해한 후에 사용 방법을 익힌다.
※

반드시 래치스톱을 돌려서 측정한다.

5.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두께를 측정한 후 실험 결과에 측정값을 기입한다.
※

과도한 힘을 가하면 액정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래치스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6. 측정을 5 번 반복한다.
7. 스마트폰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실제 길이와 두께를 조사하여 결과분석에 기입한다.

실험 2
1. 버니어캘리퍼를 이용하여 동전의 지름을 측정한 후 실험 결과에 측정값을 기입한다.
2. 측정을 5 번 반복한다.

실험 3
1.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회색)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2.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왼쪽 상단의 ‘새 통합 문서’를 누른다.
3. 센서 연결케이블(검은색)을 이용하여 운동기록 센서를 인터페이스의 [A] 채널에 연결한다.
4. 리본 메뉴 중에 [추가기능]을 누른다.

5. [실험설정] → [입력설정] 에서 [측정간격]을 0.05초로 바꾼다. [적용]을 누른다.
6. [실험설정] → [채널설정]에서 운동기록 센서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운동기록 센서(모션 디텍터) 외의 다른 센서가 잡히거나, ‘터미널 블록’이라고 나타나

※

면, 연결이 잘 안되었을 확률이 높다. 인터페이스의 전원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에 센
서 연결 케이블을 점검한다.
7. [실험설정] → [설정]의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험하기’의 체크를 해제한다.

8.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운동기록 센서는 테이블의 한쪽 끝에 세워 두고, 물체는 약 30 cm 떨어진
곳에 세워 둔다.
※

운동기록 센서는 충격에 상당히 약하므로 충격을 가하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한다.

9. 물체와 운동기록 센서를 고정시키고, [실험시작]을 누른다. 약 3초정도 지난 후에 [실험중지]를
누른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운동기록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10. 자를 이용해서 운동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11. 과정 9-10의 측정을 3 번 반복한다.

실험 결과
실험 1
버니어캘리퍼

마이크로미터

반복횟수
가로 길이 [mm]
1
2
3
4

세로 길이 [mm]

두께 [mm]

두께 [mm]

5

실험 2
반복 횟수
동전의 지름
[mm]

1

2

3

4

5

실험 3
반복 횟수

운동기록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체까지의 거

체까지의 거리 [cm]

리 [cm]

1
2
3

결과 분석 방법
표준 오차(standard error): 평균값들로 구성된 분포의 표준편차. 평균값에 대한 불확도를 나타
낸다. 측정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𝜎𝑥 =

𝑆𝑥
√𝑁

=√

2
∑N
i=1(x i − 𝑥̅ )
𝑁(𝑁 − 1)

반복 측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𝑥 = 𝑥̅ ± 𝜎𝑥 (단위) → 결과값 = 평균값 ± 표준오차 (단위)

결과 분석
실험 1
버니어캘리퍼
가로 길이
실제값 [mm]
평균값 [mm]
표준 오차
측정의 보고
[mm]

세로 길이

마이크로미터
두께

두께

실험 2
사용한 동전의 종류
추정한 동전 톱니바퀴의 개수
실제 동전의 지름 [mm]
동전 지름의 평균값 [mm]
동전 지름의 표준 오차
동전 지름 측정의 보고 [mm]
(* 실제 동전의 지름;

50 원 – 21.6 mm , 100 원 – 24 mm,

500 원 – 26.5 mm)

실험 3
운동기록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체까지의 거리의 평균값 [cm]
운동기록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체까지의 거리의 표준 오차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체까지의 거리의 평균값 [cm]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체까지의 거리의 표준 오차

결론
✓ 측정을 여러 번 하여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가?
✓ 운동기록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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