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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Motion of a Harmonic Oscillator Coupled to Faraday’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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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urrent induced by test materials on simple harmonic motion.
The breaking performance was studied by applying Faraday’s law to the damped harmonic motion
of a magnetic pendulum. The damping constants of the damped harmonic oscill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metallic and the magnetic properties of the oscillator. We analyzed the damped
harmonic motion of a magnetic pendulum due to the current induced by test materials. Especiall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ime constant of damped motion by using a regression analysis with
a nonlinear curve-fitting method is very useful for evaluating advanced alloys and new materials in
a non-contac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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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추의 단순조화운동과 이에 상호작용하는 물질이 추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론적으로 자기장의 시간변화에 따른 유도기전력 발생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과 단순조화진동을 하는
추의 감쇠운동을 조합하여 물체의 제동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물질의 전기적 속성에 따른 금속/
비금속 특성과 자기적 성질에 따른 상자성/반자성 특성을 고려해 보면 자석추의 조화진동 실험결과로부터
감쇠상수는 대상물질에 의존하는 결과를 반영하였다. 운동하는 자석 추에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자기장과
이것에 반응하는 재료들의 유도전류 생성에 의한 추의 감쇠운동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PACS numbers: 02.10.Ab, 41.85.Lc, 01.40.Fk
Keywords: 단순조화운동, 유도기전력, 패러데이 법칙, 감쇠상수, 상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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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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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가려는 즉, 퍼텐셜 에너지가 최소화 하려는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물체의 운동을 1차원으로만 고려한다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에 의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자기장은 코일에 유도기전력을 발생 시킨다. 렌츠의
법칙에 의하여 자기장에 의한 물질의 전자기 유도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응용하여 자석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
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물질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석을 추로 사용하여
단순조화운동을 하면서 대상물질을 적정거리를 유지시켜
자석진자의 감쇠상수를 구하였다. 뉴턴의 역학법칙과 물
질의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소재에 따라 감쇠상수를
측정함으로서 소재의 전기적/자기적 특성을 알아보고 고속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에서 효과적인 제동장치를 개발하는
물리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은 유도기전력을 발생시
킨다. 금속 코일 전선 주변에 자석을 왔다 갔다 반복해서
흔들어 주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며 자석의 운동을 방
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1–3].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화 시대에 고속철도와 같은 운송수단에서 효과적인
제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뉴턴의 운동법칙과 물질의
유도전류를 이용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자기장에 의하여 물질의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다.
천장에 실로 연결된 추 (네오디움 자석) 가 반복 진동하는
조화운동을 하게 된다 [4–6]. 자석추가 주기운동을 하게
됨으로서 진자가 운동하는 궤적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임의의 재료를 근접시
키게 되면 재료가 가진 금속 성질에 따라 유도전류를 발생
한다. 그리고 재료가 가진 자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속에서
자기장 특성인 상자성, 반자성 정도에 따라 진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7, 8]. 진자의 주기 운동에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감쇠운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
서는 컴퓨터 기반 실험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을 도입하여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진자의 운동을
측정하였다. 우리는 감쇠조화운동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 측정된 추의 변위 데이터를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비선형 곡선맞춤 (nonlinear curve
fitting) 을 수행하였다 [9]. 이것으로부터 계산된 감쇠상수
를 구하고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과 상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F (x) = −

dV (x)
= −kx
dx

(1)

그리고 이 물체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여 운동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 될 수 있다.
mẍ + kx = 0
k
ẍ + x = 0
m

(2)

그러나 실제세계와 달리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운동 마찰은 항상 존재하여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retarding force), −cẋ 성분을 고려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mẍ + cẋ + kx = 0

(3)

감쇠인자 (damping factor) γ 와 각진동수 ω0 다음과 같
이 정의하면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γ=

c
k
, ω0 = , ẍ + 2γx + ω02 x = 0
2m
m

(4)

2차 미분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이 식에 대한 해를 구하면
위치의 함수를 구하게 된다.
x(t) = Ae−(γ−q)t + Be−(γ+q)t

(5)

여기서
√
q=

γ 2 − ω02

이며, q 가 가지는 값에 따라 위치함수의 지수항이 실수 또는
복소수가 될 수 있다.
q 가 실수이고 q > 0 조건을 만족하면 과다감쇠 (overdamping)가 되어 진동이 일어나기 전에 감쇠가 된다. q = 0
이면 두 지수항은 같아지게 되고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이
러한 경우 임계감쇠 (critical damping) 가 되어 과다감쇠
처럼 진동하지 않고 물체가 평형위치 x = 0 까지 빠르게
되돌아온다. q 가 허수가 되는 조건 즉, 근호안의 수식이
γ 2 − ω02 < 0 이 되면 미급감쇠 (underdamping) 가 되어
물체의 운동은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줄어드는 감쇠운동을

II. 이론적 배경

하게 된다. 이것의 위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순조화운동하는 물체는 복원력 또는 훅의 법칙(Hooke’s
law) 에 의하여 기술될 수 있다. 물체의 위치는 평형상태로

x(t) = Ae−γt sin(ωd t + θ0 )
√
(단, ωd = ω02 − γ 2 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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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ime dependence of the position
graph for the harmonic damped motion of magnetic pendulum coupled to aluminium plate.
조화 운동에 있어서 대상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위
진폭이 감쇠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 대상물질 알루미늄, 구리, 아크릴, 공기에 대한 추의
Fig. 1. (Color online) Data collection for the simple harmonic oscillation of magnetic pendulum interacted with
aluminium plate by using MBL sensor.

변위를 MBL 운동센서를 사용하여 각각 5회 반복 실험 후
데이터 수집한다.
2. 진자의 감쇠조화진동에 대한 2차 미분방정식을 설정한
후 변위에 대한 해를 구한다.

수식은 실수의 지수함수 e−γt 와 sinusoidal 함수와 결합되
어 있어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 소멸됨을 알
수 있다 [10].
패러데이 법칙
⃗ =−
∇×E

⃗
∂B
∂t

에 의하여 자속의 변화에 따라 유도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물질에서 유도 전류를 생성하게 된다
[11].
우리는 자석추를 단진자로 설정하여 대상물질과의 상호
작용함으로서 물질의 유도전류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자석추
진자 운동을 방해함으로서 감쇠운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수집된 데이터를 변위에 관한 수식을 대입한 후 회귀
분석을 함으로서 감쇠운동에 대한 감쇠상수를 구한다.
4. 전산맞춤으로 계산하여 얻은 감쇠상수를 대상물질의
저항, 자기 감수율과 상관관계를 비교함으로서 추의 제동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 분석을 수행한다.

IV. 결과 및 논의
Fig. 3은 알루미늄, 구리, 아크릴판에 근접하여 상호 작
용하는 자석 추의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이다. 자석추의
위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진폭이 감쇠하는 조화진동하는
즉, 미급감쇠 (underdamping) 운동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진자의 위치 진폭 감쇠는 수식 (6) 에 따라 지수함수로서

III. 연구 방법

e−γt 형태로 감쇠하며 비선형 회귀곡선의 전산맞춤한 후
단일 감쇠상수를 산출하여 해석하였다 [12].

실을 천장에 매단 후 줄의 끝에 네오디움 자석을 연결
하여 물체의 감쇠 조화 운동 실험을 수행한다. 이때, 추가
비틀림 운동을 방지하고 추의 궤적이 일정하도록 “V ” 자 모
양의 이중실을 천장에 연결하여 추를 매단다. 물체의 조화
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인 통제 방법으로 독립변인을
대상물질의 종류 (알루미늄판, 구리판, 아크릴판 등) 이며
종속변인으로 추의 변위를 측정하여 물질에 의한 감쇠상수
를 알아보았다. 통제변인은 줄의 길이, 초기각도 및 추와
물질의 근접거리이다. 추의 변위를 MBL 센서에 입력된 신
호를 데이터화 하여 대상물질을 바꿔가며 수집한다. 진자의

Table 1은 알루미늄, 구리, 아크릴과 반응하는 자석추의
조화운동에서 위치함수를 전산맞춤하여 감쇠상수, 시상수,
평형시간 등을 구하였다.
추의 조화운동 실험에서 얻은 주기는 대상 물질에 상관없
이 엇비슷하게 3.10 ± 0.1로 주기가 3.10 s 정도 된다. 중력
가속도 g =

4π 2 l
T2

수식에 대입하여 약 9.61 m/s2 의 근삿값을

얻음으로서 실험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이론적인 중력가속도
9.8 m/s2 근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진자의 진폭이 시간에
따라 e− τ 의 지수함수로 감쇠하게 되는데 초기 진폭의 e−1
t

되는 시간, 즉 초기 진폭 크기의 36% 되는 시간을 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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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ping constants, time constants, equilibrium time of the magnetic pendulum in harmonic motion coupled
to various materials (a) Aluminium, (b) Copper, (c) Acryl, and (d) Air [13].

Aluminium
Copper
Acryl
Air

Damping constant
γ(s−1 )

Time constant
τ = γ1 (s)

Equilibrium time
(s)

Resistivity
(Ωm)

Magnetic
susceptibility

Period
(s)

0.05154
0.02117
0.0005258
0.0007222

19.4024
47.2366
1901.8638
1384.6579

88
184
1901
6116

3.65 × 10−8
1.68 × 10−8
10.15
2336.8 (Temp. = 20 ◦ C)

2.1 × 10−6
-9.7 × 10−6
3.6 × 10−7

3.1151
3.0951
3.0905
3.0921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알루미늄은 상자성
체, 구리는 반자성체이며, 자기감수율은 각각 2.1 × 10−5
와 -9.7 × 10−6 이다. 결국 운동하는 자석추는 시험물질과
반응할 때 알루미늄은 인력 그리고 구리는 척력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다만, 자기적 특성인 자기감수율의
절댓값 크기로 고려할 경우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약 2.16배
크므로 더 큰 자기력을 가지고 자석과 시험물질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추의 운동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아크릴의 경우 전기적 특성은 비금속, 절연체에 가깝고
자기적 특성은 없는 유전체이므로 자석추의 조화운동에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감쇠운동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시상수가 알루미늄에 비하여 100배 정도 크다. 결국,
유도전류에 의한 제동장치를 고안할 경우 추의 조화운동에
의한 시상수를 산출함으로서 물리분석 방법으로 효과적인
재료개발의 공정변수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Fig. 3. Time dependence of position for magnetic pendulum with various materials (a) aluminium, (b) copper,
(c) acryl, and (d) Air.

(time constant, τ ) 라고 한다 [14]. 대상물질을 바꿔가며
추의 동일 초기조건 (또는 초기각도 3.72◦ ) 에서 조화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시상수 (τ =

1
γ)는

알루미늄 19 (s), 구리

47 (s), 아크릴판 1901 (s) 순으로 증가하였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금속으로서 추가 단순조화운동하면서 유도전류를
생성하게 되고 이것은 추의 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금속은 약 10−8 (Ωm) 정도의 비저
항을 가지고 있다. 두 금속의 비저항이 비슷하더라도 추의
감쇠상수 또는 시상수가 다르다는 것은 대상물질의 자기적

우리는 추의 조화운동을 관찰함으로서 대상 물질과의
제동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물질의 전도도, 상자성, 반
자성 자화 특성에 따라 추의 조화 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추의 정지시간과 소재의
제동특성에 대한 실험 분석을 물리적인 해석역학을 동원
하여 사용하였다. 시상수는 대상물질이 알루미늄 (도체/
상자성), 구리 (도체/반자성), 아크릴 (부도체/-) 순으로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대상 소재를 다양화함으로서 시상
수와 전기전도도/자기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후속 연구로
진행하여 밝혀지리라 본다.
고속철도, 항공기 등 고속화 이동 수단에서 두 물체의
접촉에 의한 마찰 감속 운동 제어 수단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회귀분석에 의한 감쇠운동의 시상수 산출 방법이 비
접촉 방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감속시킬 수 있는 첨단 합금,
신소재 개발의 공정변수로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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