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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acing balls: 어느 쇠구슬이 빨리 도착하는가?

1. 실험목적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두 개의 쇠구슬이 있다. 

어느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구슬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지를 조사하라!

2. 이론 및 원리

  운동학 (kinematics)은 단순히 운동 그 자체만을 기술하는 고전역학의 한 부분으로 운동

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대

수기하학 (algebraic geometry)적으로 주어진 물리계의 운동을 기술한다.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

리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운동하는지 등을 

기술해야 한다. 이 경우 운동의 목적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식를 이용하게 되

는데, 이러한 분석을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이라 한다.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으로는 시간, 위치, 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있

다.  

                          

시간은 사건 또는 운동이 언제, 얼마동안,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위치는 임의의 기준계 (reference system), 즉 좌표계를 기준으로 주어진 공간에서의  

물체가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변위와 거리는 위치의 변화로 정의되는 물리량들로 서로 유

사한 개념이지만 변위는 벡터량이고 거리는 스칼라량이다. 변위는 위치의 최종변화량을 나

타내며, 거리는 모든 위치변화의 합으로 정의된다. 운동은 곧 위치의 변화로 속도와 가속도

에 의해 기술되며, 이 물리량들은 둘 다 벡터량으로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가속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변하는가?”를 결정하는 물리량이다. 이번 실험에서

는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racing balls"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개의 쇠구슬이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수평방향으로 길이가 같은 두개의 트랙을 따라 운동한 후 같은 높이의 결

승점을 통과하게 된다. 트랙1의 쇠구슬은 직선경로를 따라 운동하며 트랙2의 쇠구슬은 내리

막과 오르막 경사를 번갈아 가며 운동하게 된다. (그림 1.)  이 경우 어느 트랙의 쇠구슬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게 될까? 이번 실험에서는 경로가 서로 다른 두 트랙 위를 운동하는 

쇠구슬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결승점에 도달하는 이유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쇠

구슬은 등가속도운동과 등속운동을 반복하게 되며, 등가속도운동을 기술하는 관계식들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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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진 두 트랙 

           

                 그림 1. 트랙2의 구간별 경로

그림 1에 주어진 경로의 각 부분에 대한 길이를 직접 측정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트랙을 운동하는 쇠구슬의 경과시간을 운동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아래 그림2에서 

트랙1과 트랙2를 확인할 수 있다. 

<2> 각 구간별 속력 측정

   

그림 2. 구간별 속도 측정                             

  

각 구간에서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하고 이 자료로 부터    그래프를 얻어 두 트랙에

서의 총 경과시간을 평가한다.                                           

<3> 총 경과시간 측정

                    그림 3. 각 트랙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경로 측정  

쇠구슬의 출발점과 도착점에 두 개의 광센서 설치하여 총 경과시간을 직접 측정하여 두 트

랙에서의 시간차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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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방법

1) 실험장치

  레이싱볼 트랙 (racing ball track), 쇠구슬 (2), 버니어 캘리퍼스, 쇠자 (50cm, 100cm), 

쇠구슬 발사장치와 전원, 광센서 (photogate), 750 인터페이스, 포토게이트 3개 

2) 실험방법

<실험1>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진 두 트랙

자를 이용하여 두 트랙의 전체경로를 측정하고 이 자료와 1차원 운동학을 이용하여 쇠구슬

이 두 트랙을 통과하는 시간차를 평가한다. 

<실험2> 각 구간별 속력 측정

 

① 광센서 플러그 3개를 750 인터페이스의 Digital channel 1,2,3에 연결한다.

② 750 인터페이스는 USB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켠다.

③ DataStudio를 실행시키고 화면의  Create Experiment  를 선택한다.

④ 에서 “Digital Channel"의 1을 클릭하고 “Photogate"를 선택한다.

⑤ 광센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과 쇠구슬의 지름 (0.025)을 지정한다.

(Ch1, Ch2, ch3 모두 "Measurement"는 “velocity"를 선택하고, “Constants"의 ”Flag 

length"에는 쇠구슬의 지름을 입력한다.) 

⑥ Digital Channel 2, 3의 광센서에 대해서도 위 ④, ⑤ 과정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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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DataStudio 화면 왼쪽에 있는 Displays 목록 중 Digits를 세번 선택한다. (Ch1, Ch2, 

ch3) 

⑧ 광센서를 측정할 위치에 두고 쇠구슬을 검출할 수 있도록 광센서 높이를 조절한다. 

⑨ 발사장치의 전원을 켜고 쇠구슬을 전자석에 부착시킨다. 

⑩ “DataStudio" 화면 위쪽에 있는 ”Start" 버튼을 누른 다음 쇠구슬을 떨어뜨린다.     

⑪ 두 개의 Digits 창에 나타나는 속력을 기록한다. 

⑫ 위 ⑧~⑪ 과정을 3회 정도 반복, 실행하면서 측정한 자료들을 표에 기록한다. 

<실험3> 총 경과시간 측정

① 광센서 플러그 2개를 750 인터페이스의 Digital channel 1,2에 연결한다.

② 750 인터페이스는 USB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켠다.

③ DataStudio를 실행시키고 화면의  Create Experiment  를 선택한다.

④ 에서 “Digital Channel"의 1을 클릭하고 “Photogate"를 선택한다.

⑤ photogate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과 쇠구슬의 지름 (0.025)을 지정한다.

(“Constants"의 ”Flag length"에는 쇠구슬의 지름을 입력한다.) 

⑥ Digital Channel 2의 광센서에 대해서도 위 ④, ⑤ 과정을 실행한다. 

⑦ “experimental setup" 창에서 ”setup timer"를 선택하고

Ch1과 Ch2를 순차적으로 선택, “Blocked"를 각각 지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두개의 타이머가 연동되어 포토게이트가 설치

된 구간사이의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⑧ “DataStudio" 화면 왼쪽에 있는 ”Displays" 목록 중 “Table"의 ”timer"를 선택한다. 

⑩ 발사장치의 전원을 켜고 쇠구슬을 전자석에 부착시킨다. 

⑪ “DataStudio" 화면 위쪽에 있는 ”Start" 버튼을 누른 다음 쇠구슬을 낙하시킨다.    

⑫ 측정된 경과시간을 기록한 뒤 위 ⑩, ⑪ 과정을 3회 정도 반복,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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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학 번:                         

                                  

                                 분반/조:                       

                        

                                 조 원:                               

                                 담당교수:                           

                                 담당조교:                      

  실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제출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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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no.
path measured at each interval (cm)

  total path (m)
I II III IV V

1

2

4. 결과 및 분석

1) <실험1>에서 측정한 자료를 표 1에 기록하고, 아래 주어진 평가들을 완성하라.

표 1. 각 트랙의 구간별 길이 및 초속도 측정,  .  

ⓐ 구간 I에서의 초속도  그리고 표 1의 경로를 이용하여 두 트랙에 대한 쇠구슬의 경과

시간 차이, ∆  를 이론적으로 평가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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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Track
Velocity,  

I III V

1
1

2

2
1

2

3
1

2

Average

value

1

2

 

2) <실험2>에서 두 트랙의 구간 별 속도를 측정하여 표 2에 기록하고, 아래 주어진 평가들

을 완성하라.

표 2. 트랙1과 트랙2의 구간별 속도 측정

ⓐ 표 2의 트랙 1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 대한 그래프를 모눈종이 위에 그리

고 면적을 구해 전체 경과시간을 평가하라. (참고: 두 트랙의 경우 경로는 다르지만 변위는 

같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x-축 상의 변위를 규격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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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트랙 2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 대한 그래프를 모눈종이 위에 그리

고 면적을 구해 전체 경과시간을 평가하라. (참고: 두 트랙의 경우 경로는 다르지만 변위는 

같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x-축 상의 변위를 규격화시킨다.)

 

ⓒ 위 ⓐ, ⓑ의 결과를 이용하여 두 트랙에 대한 쇠구슬의 경과시간 차를 평가하고, 1)-ⓐ

의 이론적 결과와 비교해 보자. 두 결과가 다를 경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 위 ⓐ, ⓑ에서 얻은 그래프들을 이용하여 두 트랙의 경과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구

간이 어느 곳인지 그 이유를 운동학적으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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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Track Time interval,   

1
1

2

2
1

2

3
1

2

 

3) <실험3>에서 두 트랙의 전체 구간에 대한 경과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표 3에 기록하고, 

아래 주어진 평가들을 완성하라.

표 3. 트랙1과 트랙2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 구간의 총 경과시간 측정

ⓐ 표 3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트랙에서의 총 경과시간 (평균값)과 두 트랙의 시간차를 평

가하라. 

ⓑ 위 1)-ⓐ, 2)-ⓒ 그리고 3)-ⓐ 결과들을 비교해 보고 이들 사이에 어떠한 일관성이 있

는지를 조사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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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라.)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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