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6. 운동량과 충격량
실험 목표
✓

카트의 운동량 변화와 충격량을 비교한다.

✓

부분 구간에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비교한다.

배경이론
✓

(Young) Chapter 8.1 참고

✓

(Giancoil) Chapter 7.2 - 7.3 참고

운동량과 충격량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이를 운동량 𝑝⃗ 혹은
선 운동량이라 부른다. 충격량은 알짜 힘과 시간 간격의 곱으로 정의한다. 이때, 어떤 시간 간격
동안 발생하는 입자의 운동량 변화는 그 시간 동안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 𝑝⃗𝑥 = 𝑚𝑣⃗𝑥 ,

충격량: 𝐼 = 𝐹∆𝑡

실험도구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결케이블, 센서 연결케이블 2 개,
모션 디텍터, 힘 센서, 카트, 고무줄 12 개, 500 g 추, 클램프, 스토퍼 2 개(짧은 것, 긴 것), 트랙.

실험과정
실험 1
1.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모션 디텍터를 [A] 채널에 연결하고, 힘 센서를 [B] 채널에 연결한다.
3. [실험설정] → [입력설정]에서 [측정간격]을 0.05초로 바꾼다.
4. 힘 센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실험설정] → [센서설정]으로 들어가서 센서교정의 [교정하
기]를 누른다. [교정]을 누른 후 [닫기]를 누른다.
※

힘 센서는 실험마다 영점을 다시 잡아줘야 한다.

5. 아래의 그림과 같이 카트 위에 힘 센서를 놓고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스토퍼 2 개를 레일 위
에 설치한다. 짧은 스토퍼 뒤쪽에 클램프를 이용하여 모션 디텍터를 설치한다.

6. 노란 고무줄의 고리를 자르고, 자른 고무줄끼리 길게 한 줄로 묶는다. 한쪽은 힘 센서의 고리
부분에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은 긴 스토퍼에 감아서 고정한다.

질문! 고무줄을 몇 개를 연결해야 실험의 결과값이 가장 잘 나올까? (여러 가지를 시
도하고, 가장 적절한 길이로 실험을 진행하라. Hint. 운동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다.)
7. [차트만들기] → [개별차트만들기]를 눌러서 거리-시간, 힘-시간 그래프를 만든다.
8. [실험시작]을 누르고 카트를 잡고 모션 디텍터 쪽으로 밀어준다. 카트가 시작 위치로 되돌아
오면 [실험중지]를 누른다.
9. 거리-시간 그래프의 최소점 부근에 직선이 나타나면, 모션디텍터의 최소감지거리보다 카트가
가까이간 경우다. 이런경우에는 모션디텍터를 더 뒤쪽으로 두거나 힘을 줄여서 카트를 민다.
10. 거리-시간을 ‘미분’하여 속도를 얻는다. [분석도구] → [미분]을 클릭 한다. [기준이 되는 데이
터]에 관찰하고자 하는 범위의 시간을, [분석할 데이터]에 거리의 같은 범위를 지정한다. [분
석될 데이터]는 빈 곳의 셀을 임의로 지정하고 [확인]을 누른다. 분석 결과에서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찾는다.
※

속도-시간 그래프 왼쪽의 숫자들은 속도를 의미한다. 속도-시간 그래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그 순간의 시간과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과 속도를 매치하면
충돌이 일어난 동안의 시간 범위를 알 수 있다.

질문!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1.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사이의 힘-시간을 ‘적분’한다.

질문! ‘힘-시간’에서 그래프의 넓이(적분값)이 나타내는 물리량은 무엇인가?
12.

미분을 통해 얻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초기속도’부터 ‘방향이 바꾼 지점’까지를 2 부분으

로 적당히 나눈다. 구간의 넓이는 같을 필요는 없으나 한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반드시 4 개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데이터의 개수가 모자란다면 재실험을 해야 한다.
13.

과정 10과 같이 구간마다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찾는다.

14.

힘-시간 그래프도 위에서 구간을 나눈 것과 똑같은 구간을 선택한다.

15.

구간마다 힘의 평균값(평균 힘)을 구한다. 그리고 과정 11과 같이 적분한다.

실험 2
1. ‘실험 1’의 세팅에서 카트 위에 추를 올린다.
2. [실험시작]을 누르고 카트를 잡고 모션 디텍터 쪽으로 밀어준다. 카트가 시작 위치로 되돌아
오면 [실험중지]를 누른다.
3. ‘실험 1’의 과정 10~11과 같이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찾는다. 그리고 그사이의 힘-시간을
적분한다.

실험 3
1. ‘실험 1’의 세팅에서 고무줄을 자르지 않고 길게 한 줄로 연결한다. 고무줄이 짧다면 더 연결
하라.
2. [실험시작]을 누르고 카트를 잡고 모션 디텍터 쪽으로 밀어준다. 카트가 시작 위치로 되돌아
오면 [실험중지]를 누른다.
3. ‘실험 1’의 과정 10~11과 같이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찾는다. 그리고 그사이의 힘-시간을
적분한다.

실험 결과
[카트 + 힘센서]의 무게

kg

추의 무게

kg

실험 1
구간

초기 속도 𝒗𝒊

나중 속도 𝒗𝒇

최대 힘 F

[m/s]

[m/s]

[N]

충격량 [Nᆞs]

전체 구간
구간 1

X

구간 2

X

실험 2
구간

초기 속도 𝒗𝒊

나중 속도 𝒗𝒇

최대 힘 F

[m/s]

[m/s]

[N]

초기 속도 𝒗𝒊

나중 속도 𝒗𝒇

최대 힘 F

[m/s]

[m/s]

[N]

충격량 [Nᆞs]

전체 구간

실험 3
구간

충격량 [Nᆞs]

전체 구간

결과 분석
✓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어떻게 찾았는가?
✓ 실험값에 대하여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구성하라. 그리고 두
값을 비교하여 오차율을 구하라.
✓ ‘실험 1’의 ‘거리-시간’ 그래프, 미분으로 얻은 ‘속도-시간’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를 붙여라.
✓ ‘실험 2’와 ‘실험 3’의 힘-시간 그래프를 붙여라.

결론
✓ 만약 운동량과 충격량 이론이 맞는다면,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아야 한다. 두 값의 오
차율을 비교하라. 얼마나 값이 비슷한가?
✓ 추가한 추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질량의 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부분 구간에서 구간마다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는가?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

✓ ‘실험 1, 2, 3’에서 바꾼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의 변화에 의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힘시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고찰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