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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motion of a permanent magnet ring falling outside a conductive pipe was analyzed. The magnetic dipole moment of the magnet ring was found to be 162.97 Am2 by measuring
the magnetic fields at a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ring. The terminal velocity was determined
using an infrared sensor and an Arduino board.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ickness of
the conductive pipes and the drag constants corresponded well with the theoretical result of the
falling motion of a magnetic moment within a conductive pipe. The effective magnetic moment of
the permanent magnet ring and the effective inner radius of the conductive pipe were 1.41 Am2
and 5.87 mm, respectively. The falling motion of a magnetic ring outside a conductive rod can be
considered as the falling motion of a magnetic moment within a conductive tube with a very high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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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관 외부에서 수직 낙하하는 고리형 영구자석의 운동 분석
홍성욱∗
대구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9년 12월 09일 받음, 2020년 1월 07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월 09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도체관 외부에서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운동을 분석하였다.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고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하여 162.97 Am2 으로 결정되었고,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종단속도는 적외선 센서와 아두이노 (Arduino) 보드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알
루미늄관의 두께와 항력계수의 관계가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기쌍극자 모멘트 운동의 해석학적인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때 고리형 자석의 유효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1.41 Am2 이고, 도체관의
유효 내부 반지름은 5.87 mm이다. 도체봉의 외부에서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운동은 매우 두꺼운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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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적외선 센서, 아두이노, 종단속도, 물리교육, 패러데이의 법칙

∗ E-mail:

swhong@daeg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62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2, February 2020

I. 서 론

때문에 [13] 고리형 자석이 도체관 외부에서 낙하할 때 도체
관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쉽지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은 일상 경험에서 획득하거나 이
전의 수업에서 학습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관점 [1]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우연한 경험 또는 과학관을 찾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경험들이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
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시범실
험을 활용하고 [2], 현장학습과 연계시켜 과학관 전시물을
체험하는 활동들은 [3] 학생들의 과학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관 전시물은 체험자의 호기심을 유
발시켜, 과학 현상을 관찰하게 하며, 직접 체험활동을 하고,
과학 현상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 원리를 추측한 후 이론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4].
시범실험을 관찰하고 과학전시물 체험을 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서부터 그 원
리를 추측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학습자 또는 체험자들의
몫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얻게 된 결론을 확인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론적인 근거가 학습자들에
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과학교육 혹은 물리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호기심 유발, 관찰과 탐구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IT 기술을 접목하
여 좀 더 쉽게 실험값을 얻고, 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5–8].
전자기 유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이 활용되고 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석을 가져갈 때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검류계를 통해 확인하는 탐구활동이
대표적이다. 2015개정 물리학1 교과서에서도 이 탐구활동
을 소개하면서 자석을 솔레노이드에 빠르게 접근시킬수록
유도전류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이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원형 도체고리에 접근할 때 유도되는 기전
력이 속력에 비례한다는 모델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8,10]. 2009개정 교육과정 물리1 교과서도 에너지의
생성 단원에서 고리형 자석을 도체관 외부에서 떨어뜨리
고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종단속도가 관의 종류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는 해보기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11].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1 교과서에서도 전자기 유도 단원에
이 탐구활동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론적인 근거로는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석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12]. 도체
관 내부에서 자석을 낙하시키면 자석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보기 활동에서는 도체관 외부에 고리형 자석을
낙하시키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가 직접 관찰하며, 체험해
보기 위해서는 도체관 내부보다는 외부가 자석을 낙하시키
기에 더 적합하다. 하지만, 고리형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
은 고리 중심에서의 거리에 따라 복잡한 함수로 표현되기

않다. 도체관에서 낙하하는 자석에 대한 탐구활동은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 관찰의 용이성, 활동
의 간편성, 원리에 대한 고민과 추측을 이끌어내기에 아주
훌륭한 활동이다. 이는 자기쌍극자 모멘트와 원형고리를
이용한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영재수업이나
대학생 수준에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도체관 내부에
서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에 대한 해석학적인 분석과 실험
결과는 이미 보고되었다 [14–16]. 하지만, 고리형 자석이
도체관 외부에서 낙하운동할 때도 자석이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는 해석학적인 설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체관 외부에서 낙하운동하는
고리형 자석의 종단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도체관 내부에서
떨어지는 자기쌍극자 모멘트로 모델화하여 그 운동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도체관 내부
에서 낙하할 때 도체관 두께에 따라 받는 힘의 크기를 계
산하였고, 도체관의 전기전도도를 결정하기 위해 얇은 도
체관 내부에서 자석이 낙하하는 실험을 하였다. 고리형 영
구 자석을 도체관의 두께에 따라 낙하시키면서 종단속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모델로 해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II. 이론적 배경
원통 좌표계의 원점에 자기쌍극자 모멘트 µ
⃗ 가 놓여져
있고, 원점에서 거리 z 에 위치한 반지름 a 인 원형 고리가
속력 v 로 낙하할 때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 ε 와 고리가
받는 힘 F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10].
3µ0 µa2 zv
2(a2 + z 2 )5/2
)
(
2
µ2 a2 σt 3µ
5π
F = 0
v = b′ v
4π
a3
256
( )2
µ2 a2 σt 3µ
5π
b′ = 0
4π
a3
256
ε=

(1)
(2)
(3)

여기서, 고리의 두께 t는 내부 반지름 a에 비해 작은 값이
고, σ 는 도체고리의 전기전도도, µ0 는 진공에서의 투자율,
b′ 은 유도전류에 의해 도체고리에 작용하는 속력에 비례하
는 저항력의 항력계수로 정의되었다. 이 관계식들은 두께 t
가 반지름 a에 비해 작은 값이므로 도체고리의 두께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무시하여 계산한 값들이다. 두께를 무시
할 수 없는 두꺼운 도체관에서 낙하하는 자석이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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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x(x2 + a2 )n
=

Fig. 1. Schematic of the induced current di through the
cross-section area dA in a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유도기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단
면적을 고려해 주어야한다.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체관의 작은 단면적 dA 를 통과하는 유도전류 di 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10].

1
1
+ 2
2(n − 1)a2 (x2 + a2 )n−1
a

dF
9µ20 µ2 σv
=
dz
8πz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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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x(x2 + a2 )n−1
(9)

[(

)
1
1
−
8(1 + c2 /z 2 )4
6(1 + c2 /z 2 )3
(
)]
1
1
−
−
8(1 + a2 /z 2 )4
6(1 + a2 /z 2 )3
(10)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받는 힘의
크기와 같으므로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석이 받는 힘
F 는 Eq. (10) 에서 z/a = u, z/c = u′ 으로 치환한 후 Eq.

di = ε

σdA
l

(4)

(7) 과 Eq. (9) 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5µ20 µ2 σv 1
1
F =
− 3 = bv
(11)
1024
a3
c

여기서, ε 는 유도기전력이고, l 은 전류가 흐르는 고리의
둘레 길이이다. 이 둘레 길이의 도선에 전류 di 가 흐르고
자기장 B 에 놓여있을 때 도선이 받는 z 방향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b≡

15µ20 µ2 σ
1024

(

1
1
− 3
3
a
c

)
(12)

도체관 길이는 외부 반지름 c 에 비해 충분히 길기 때문에
dF = |dil × B| = εσBρ dA

(5)

여기서, Bρ 는 자기장 B 의 지름방향 (ρ̂) 성분이며 이는
항상 dl 과 수직 방향이다. 기전력 ε, 자기장 Bρ [8, 10]와
dA = dρdz 를 Eq. (5) 에 대입하면 도체관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다음과 같다.
∫ c 2 2 2
dF
9µ0 µ z σv
ρ3
=
dρ
dz
8π
(ρ2 + z 2 )5
a
∫
u3
9µ0 µ2 σv ρ/c
du
=
4
2 5
8πz
ρ/a (1 + u )

이 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z 방향의 적분구간을 ±∞로 하
였다. 그 결과 두께를 무시할 수 없는 도체관에서 자석이
낙하할 때의 항력계수 b 는 Eq. (12) 로 표현된다. 질량 m
인 물체가 속력에 비례하는 항력 bv 를 받으며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종단속도 vt 는 다음과 같다.
vt =

mg
b

(13)

(6)

III. 실험 방법 및 결과

여기서, a는 도체관의 안쪽 반지름, c는 바깥쪽 반지름이

1. 실험 장치 구성

고, 두 번째 항에서 ρ/z = u로 치환되었다. 이 식은 아래의
적분공식 [17] Eq. (7), Eq. (8), Eq. (9) 로 계산하면, Eq.
(10)과 같이 표현된다.
∫

xm
dx =
(x2 + a2 )n

∫

본 연구에서는 도체관의 두께에 따른 고리형 영구자석의
낙하 운동을 분석하였다. 도체관으로는 알루미늄 (Al) 관

xm−2 dx
− a2
(x2 + a2 )n−1

∫

xm−2 dx
(x2 + a2 )n
(7)

을 사용하였다. 구리관도 좋은 실험 재료이지만 시중에서
두께별로 구하기가 어려웠고, 알루미늄 관은 두께별, 길이
별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시중에서 구한 도체관의
경우 순도를 보장받기 어려워 전기적 특성은 직접 측정하

∫
(x2

−1
xdx
=
+ a2 )n
2(n − 1)(x2 + a2 )n−1

(8)

였다. 전기전도도 σ 는 도체관 내부에서 떨어지는 자석의
낙하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알루미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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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showing the
Arduino Uno board connected to an infrared(IR) sensor,
GP2Y0A21YK, located at the end of a conductive pipe.
The IR sensor measures the position of the magnet falling
outside the pipe.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석의 종단속도를 이용해 알루미늄관
의 전기전도도 σ 를 결정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두이노 보드와 초음파 센서 MB1023을 사용하였다
[8]. 알루미늄관 외부에서 떨어지는 고리형 자석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센서 (모델명 GP2Y0A21YK)
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센서는 센서에 들어오는 적외선의
각도로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사되어 오는 음
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센서와 달리 물체의
운동에 의한 오차는 거의 없다. 적외선 센서의 경우 거리
의 측정범위는 10 – 80 cm이며, 한 번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8.3 ms이다 [18]. Figure 2는 낙하하는 고리형
영구자석의 위치를 적외선 센서가 측정하여 아두이노 보드
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특별한 장치
없이 적외선 센서, 아두이노 보드만 있으면 쉽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코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

Fig. 3. (Color online) Magnetic field B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from a coin-type and a ring-type magnet,
referred to C25 and R34, respectively. The magnetic
field due to the magnetic dipole moment is proportional
to 1/z 3 .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자기장의
크기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최
소자승법으로 결정한 C25와 R34의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각각 3.34, 162.97 Am2 이다.
Figure 4(a) 는 두께가 0.77 mm인 알루미늄관 내부에
동전형 자석 C25를 내부에 떨어뜨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4(b)는 자석의 질량 변화에 따
른 종단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비자성 물질인 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석의 질량을 변화시켰다. 질량에 따른
종단속도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vt /m) 와 항력계수 b′
의 관계는 Eq. (13)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구한 항력계수 b′
이 해석학적으로 구한 Eq. (3) 과 잘 일치한다는 결과는 이
미 발표되었다 [8].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해 측정한 알루미늄
관의 전기전도도 σ 는 3.589×107 Ω−1 m−1 이며, 일반적으로

2. 영구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와 도체관의
전기전도도
영구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서 가우스 미터 (Lake Shore, Model 421) 로 자석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좌표계
원점에 놓인 z 방향의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형성하는 자기
장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8] 도체관 내부에
낙하시킨 자석 (C25) 은 동전형 네오디늄 자석이며 직경이
25 mm, 두께가 3 mm, 질량은 10.8 g이고, 도체관 외부에
낙하시킨 자석 (R34) 은 고리형 네오디늄 자석이며 내경이
34 mm, 외경이 80 mm, 두께는 10 mm이고 질량은 313 g
이다. Figure 3은 자석의 중앙에서부터 수직 위로 떨어진

알려진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19] 3.645 × 107 Ω−1 m−1
와 비슷한 값이다.

3. 도체관의 두께에 따른 고리형 자석의 낙하 운동 분석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자석이 형성하는
원형 고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자석 내부에 존재하며,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형성하는 자기장은 고리의 중심에서
부터 자석의 안쪽 반지름뿐만 아니라 자석 내부까지 복잡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다 [13]. 자기장을 직접 측정해보면
고리의 중앙점에서보다 자석에 가까울수록 더 큰 자기장이
나타난다. 고리형 자석을 도체관에 낙하시킬 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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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Position of the falling magnet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ductive pipe as a function of time in the aluminum tube. (b) Terminal velocity
as a function of the mass of the magnets in the aluminum
pipe. The terminal velocity increases linearly with mass
change. The inset shows the fitting line with the least
square that passes through the origin.
유도기전력을 해석학적으로 계산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고리형 자석은 대칭구조이기 때문에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질량중심점인 고리의 중앙에 있는 것으로 모델화
하여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도체관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할 때
받는 힘은 속력에 비례하며 Eq. (11) 로 표현되고, 이 때
항력계수 b 는 Eq. (12) 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도체관의
바깥 반지름을 c = 15.1 mm로 일정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자석과 도체관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고리형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은 고리 내의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두께의 도체관이라도 자석
으로부터 거리는 동일하게 해야만 상대거리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만일, 도체 내부에서 자석을 낙하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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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a) Position of the falling magnet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ductive pipes with different thicknesses as a function of time. The thicknesses
of the pipes were 0.77, 1.93, 2.85, 4.75, and 15.18 mm,
and referred to as 1t, 2t, 3t, 5t, and rod, respectively.
(b) Terminal velocity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pipes. The fitting line is corresponded well with the
theoretical result of a falling magnetic moment within a
conductive tube.
내부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외부 반지름을 변화시키
며 두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Figure 5(a) 는 도체관의 두께별로 시간에 따른 자석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도체관의 두께는 0.77, 1.93, 2.85,
4.75, 15.18 mm이며 각각 1t, 2t, 3t, 5t, rod로 표기하였다.
rod는 관이 아니라 반지름이 15.18 mm인 속이 찬 알루미늄
봉이다. IR 센서로 측정한 낙하하는 자석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요동이 있는데, 이는 자석이 낙하할 때 도체관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내려오면서 그 각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다. 50 ms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위치를 원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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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직선의 추세선으로 나타내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종단속도 vt 를 나타낸다. Figure 5(b) 는 도체관의 두께에
따른 종단속도를 나타낸다. 두께가 커질수록 종단속도가
줄어들며 도체봉 부근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5(b) 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추세선은
Eq. (11) 과 Eq. (13) 을 이용해서 그린 것이며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는 고리형 자석을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
하는 자기쌍극자 모멘트로 모델화해서 해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ure 6은 Eq. (13) 으로 구한 항력계수 b 를 도체관의
두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ure 6에서 실선은 Eq. (12)
와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그린 추세선이며, 해석학적으로
구한 도체관의 두께에 따른 항력계수 b의 변화가 실험결과
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Equation (12)는 도체관 내부의
중앙에서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낙하운동할 때, 그 자기쌍
극자 모멘트에 작용하는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Fig. 6. (Color online) Drag coefficient b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pipes. The fitting line corresponded
well with the theoretical result of a falling magnetic moment within a conductive tube. The coefficient b of a
conductive rod is very similar to that of a pipe with very
high thickness.

해석학적으로 구한 식이다. 이 해석학적인 분석에서 고리형
자석이 낙하하는 상황과 다른 점은 자석이 도체관의 중심

IV. 결 론

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도체관의 두께 변화를 자석의
안쪽방향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Fig. 6의
실험결과에 Eq. (12)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Equation (12) 에서 고리형 자석을 중앙에 존재

본 연구에서는 패러데이의 법칙, 전자기 유도, 또는 에너
지 생성과 관련된 탐구활동과 시범실험에 자주 활용되는 도

하는 유효 자기쌍극자 모멘트 µ′ 으로, 도체관의 두께가 중

체관 외부에서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운동을 분석하였다.

앙에서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효

도체관은 시중에서 두께별로 구하기 비교적 쉬운 외부 반지

내부 반지름 a′ 으로 수정하면 실험결과를 재해석하는 것이

름이 15 mm인 알루미늄 관을 사용하였다. 동전형 자석을

가능하다. Equation (12) 에서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

도체관 내부에 낙하시켜 얻은 알루미늄 관의 전기전도도 σ

모멘트µ 를 유효 자기쌍극자 µ = αµ 로 두고, 안쪽 반지

는 3.589×107 Ω−1 m−1 이었다. 같은 재질이며 두께가 다른

름 a를 유효 안쪽 반지름 a′ 로 대체하고 t를 변화시키는 것

도체관에 고리형 자석을 낙하시켜 종단속도를 측정하였다.

′

′

(c = a +t)으로 설정하여 추세선을 그리면 Fig. 6의 실선과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고리의 중앙에서부터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 모멘트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하여 162.97 Am2 으로

µ 는 가우스 미터로 측정한 162.97 Am2 이고, 유효 자기쌍

결정되었다. 이 고리형 자석을 도체관 외부에 끼워 낙하시

극자 모멘트를 결정하는 계수 α 와 유효 안쪽 반지름 a′ 은
각각 8.673 × 10−3 과 5.87 mm로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실험에 사용된 고리형 자석은 안쪽 반지름이 5.87 mm로
고정된 도체관 내부에서 1.41 Am2 의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낙하하며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효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실제 사용한
고리형 자석의 자기쌍극자에 비해 작은 값이며, 앞서 실험한
코인형 자석C25의 절반정도의 값이다.

켰고, 시간에 따른 위치는 적외선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 50 ms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도체관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종단속도가 줄어들었다. 도체관의 두께에
따른 종단속도의 변화와 항력계수 b는 도체관 내부에서 떨
어지는 자기쌍극자 모멘트로 모델화한 해석학적인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도체관 외부에서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운동은 내부 반지름이 5.87 mm인 도체관 내부에서 자기쌍

도체봉에서 낙하하는 경우 항력계수는 두께 t가 무한대로

극자 모멘트가 1.41 Am2 인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낙하하는

접근할 때의 항력계수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이는 도체관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리형 자석이 도체관 외부에서

이 아니라 도체봉 외부에서 낙하하는 고리형 자석의 경우

낙하할 때는 유도기전력에 의해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두께가 매우 두꺼운 도체관 내부에서 낙하하는 자기쌍극자

받으며 운동하고, 도체봉에서 낙하할 때는 두께가 아주 두

모멘트로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꺼운 도체관 내부에서 떨어지는 자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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