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2. 그래프 매칭
실험 목표
✓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

시간에 대한 거리,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미리 예측하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 확
인한다.

배경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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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와 같은 좌표를 이용하여 원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를 표현한다. 시간
간격 ∆𝑡 = 𝑡2 − 𝑡1 동안 입자의 평균 x-속도 𝑣𝑎𝑣−𝑥 는 변위 ∆𝑥 = 𝑥2 − 𝑥1 을 Δt 로 나눈 것과 같다.
어떤 시각 t 에서의 순간 x-속도 𝑣𝑥 는 Δ t 가 0 으로 가는 극한에서 시각 t 에서 t + Δ t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x-속도와 같다. 이와 함께 𝑣𝑥 는 위치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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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도구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 센서 연결케이블 1 개,
운동기록 센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문제
주어진 그래프의 시간-거리, 시간-속도, 시간-가속도 그래프를 예측하여 그려라.
*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하시오.

실험과정
1. ‘문제’과정을 완료한다.
2.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회색)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3.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왼쪽 상단의 ‘새 통합 문서’를 누른다.
4. 센서 연결케이블(검은색)을 이용하여 운동기록 센서를 인터페이스의 [A] 채널에 연결한다.
5. 리본 메뉴 중에 [추가기능]을 누른다.
6. [실험설정] → [입력설정] 에서 [측정간격]을 0.05초로 바꾼다. [적용]을 누른다.
7. [실험설정] → [채널설정]에서 운동기록 센서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

만일, 운동기록 센서(모션 디텍터) 외의 다른 센서가 잡히거나, ‘터미널 블록’이라고 나타
나면, 연결이 잘 안되었을 확률이 높다. 인터페이스의 전원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에
센서 연결 케이블을 점검한다.

8. [실험설정] → [설정]의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험하기’의 체크를 해제한다.
9. [과학실험] → [실험시트 만들기] → [그래프]를 누른다.
10.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운동기록 센서는 테이블의 한쪽 끝에 세워 두고, 물체는 약 30 cm 떨어
진 곳에 세워 둔다.
※

운동기록 센서는 충격에 상당히 약하므로 충격을 가하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한다.

11. [실험시작]을 누르고 물체를 앞 뒤로 움직이며 아래의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만
든다. 실험이 끝나면 [실험중지]를 누른다.
※

운동기록 센서는 15 cm 이내의 물체는 거리를 측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험을 할 때,
물체는 운동기록 센서와 15 c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12. 아래의 주어진 그래프를 과정 11 과 같이 실험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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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반드시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물리량과 단위가 있어야한다.

각 번호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얻기 위하여 실험하고, 실험결과를 출력하여 붙이시오. 반드시 ‘거
리-시간’, ‘속도-시간’, ‘가속도-시간’ 그래프를 모두 붙이시오.

결론
*실험을 통해 얻은 8 개의 그래프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하시오.

✓ 각 그래프에서 운동상태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라.
✓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양과 음의 기울기의 차이를 설명하라.
✓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영(0)인 경우 어떤 형태의 운동을 의미하는가?
✓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수인 경우 어떤 형태의 운동을 의미하는가?
✓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화된 경우 어떤 형태의 운동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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