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4, April 2021, pp. 383∼389
http://dx.doi.org/10.3938/NPSM.71.383

Scientific Inquiry Activity to Measure the Conductivity of a Conductor by
Using Magnetic Levitation
Sungwook Hong∗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38453, Korea
(Received 07 January 2021 : revised 03 February 2021 : accepted 16 February 2021)

In this study, the forces on a permanent magnet near a vertically rotating Cu plate were
analyzed, and a method of measuring the conductivity of a conductor, such as Cu, was devised.
The magnetic levitation force, FL , and the drag force, FD , act spontaneously on the magnet.
FL and FD were determined by using a pendulum, that was designed to restrict the degree of
freedom of one of the two angles to measure two angles in dividually.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Cu surface and the magnet was constant, the higher the rotational linear velocity of Cu
was, the greater the FD was. However, when the linear velocity was constant, FD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distance. Because the distance increased when the linear velocity
of the Cu plate increased, the magnetic levitation force FL can be expressed as a function of the
velocity and the distance. FD decreased with decreasing linear velocity of Cu when measured
under the same measurement conditions as FL , and the conductivity of Cu was found to be
σ = 5.92 ± 0.35 × 107 Ω−1 m−1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L and 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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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상 현상을 이용해 도체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탐구활동
홍성욱∗
대구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경산 38453, 대한민국
(2021년 1월 07일 받음, 2021년 2월 03일 수정본 받음, 2021년 2월 16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수직으로 회전하는 구리판 가까이 있는 영구자석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였고, 구리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구자석에는 자기 부상력 (levitation force, FL ) 과 항력
(drag force, FD ) 이 동시에 작용한다. 자유도가 제한되도록 설계한 진자를 이용해 두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각각 측정해 FL 과 FD 를 구하였다. 구리면과 자석사이의 거리가 일정할 때 구리판의 회전 선속도가
증가하면 FD 도 증가한 반면에, 선속도가 일정할 때 FD 는 구리판과 자석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였다.
구리판의 선속도가 증가하면 구리판과 자석 사이의 거리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 부상력 FL 은
속력과 거리의 함수로 나타난다. FL 을 측정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한 FD 는 속력에 따라 감소하였고,
FL 과 FD 의 관계를 이용해 결정한 구리의 전기전도도는 σ = 5.92 ± 0.35 × 107 Ω−1 m−1 이다.
Keywords: 자기 부상, 항력, 전기전도도, 물리교육, 패러데이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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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을 나타내는 물리량 중에는 전기저항, 전기전도도, 비저항
등이 있지만, 좋은 도체의 경우 이들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구
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탐구활동이 과학 탐구활
동이라고 할 때 [1,2]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시범실
험과 과학관의 전시물을 통한 체험활동은 과학 탐구활동에
포함되며, 이런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과학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3]. 교육적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 탐구활동은 과학 교과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4],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탐구활동은 학습자들의 과학학습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높으며, 과학에 대한 더 많은 흥미를 제공한다 [5,6].
따라서, 시범실험과 과학전시물 체험활동은 보여주기식, 한
번 해보기식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탐구자가 직접 실
험을 설계하고, 물리량을 측정하는 활동과 과학적 사고활동
등으로 연계되어야만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의미한 탐구활동이 될 수 있다 [7,8].
페러데이의 법칙은 시범실험과 과학체험활동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운동하는 고리형 도
선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갈 때와 빠져나올 때, 또는 도체
관에 영구자석을 낙하시킬 때, 고리형 도선과 도체관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며, 그 유도 전류에 의해 운동을 방해
하는 항력이 도선과 영구자석에 작용한다는 내용 [9–13]이
대표적인 페러데이 법칙의 과학 체험활동이다. 도체관에
자석을 낙하시키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석이 등속도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사고하고, 그 원인이 패러데이 법칙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지만, 실제 도체관에 유도
되는 기전력 또는 전류를 측정하기는 쉽지않다. 교과서에
는 항력이 작용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진자를 활용한
해보기 실험을 제시하고 진자에 작용하는 항력의 존재를 확
인함으로써 유도전류가 흐르게 됨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14]. 영구자석과 도체를 이용한 탐구활동은 페러데이 법칙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 아주 유용한 활동이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탐구활동에 해당된다. 그 중
도체관 내부에 영구 자석을 떨어트렸을 때 등속운동을 하는
탐구활동은 이미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10]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기
에 매우 좋은 활동이다. 자석과 도체관을 활용한 여러 가지
탐구활동도 해석학적인 설명과 함께 보고된 바있다 [11,12].
기존에 소개된 패러데이법칙과 관련된 탐구활동들은 주로
와전류 (eddy currents) [15] 형성과 함께 운동에 방해하는
힘인 항력 [9,11–13]이 작용하는 내용과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도체의 전기적 특성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쌍극자 모멘트와 자석의 질량 등
적지 않은 인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

않다. 성능이 뛰어난 전원 공급장치와 고가의 전압 측정장
치를 활용해 4-단자법 등으로 측정해야만 신뢰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시범실험 또는 과학 탐구활동으로 위와 같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측정하려면 그 방법이 간단해야하고,
일선학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솔레노이드 속에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도체관을 넣고
교류전원을 이용해 도체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는 되었지만 [16], 이는 시각적인면이 다소 부족하며 주
파수를 가변하는 교류전원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도체에
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현상은 로렌츠 힘을 이용한
운동 기전력으로 설명하거나,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정성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렌츠의 법칙을 주로 사용한다. 렌츠의 법칙에 의하면,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원의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원판 형태의 도체가
회전할 때 도체면에 영구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판과
그 자석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하나는 도체면에 수직
으로 작용하는 자기 부상력(magnetic levitation force, FL )
이고, 다른 하나는 도체면의 회전 선속도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며 회전운동을 방해하는 항력(drag force, FD )이다.
도체는 회전 중심축에 고정된 상태로 회전하기 때문에, 자
석은 FL 에 의해 도체면에 수직으로 떠 오르고, FD 에 의해
도체의 회전 선속도 방향으로 끌리게 된다. FL 은 자기장
이 존재하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FD 는 회전하는 도체에 발생하는 와전
류로 인해 운동을 방해하는 힘 [13]으로 소개되었다. FD 와
FL 의 해석학적 관계는 포인팅 벡터 [17], 벡터 퍼텐셜 [18],
자기홀극 개념과 영상법 [15] 등을 이용해 보고되었고, FL
을 보이기 위한 시범 실험도 제안되었지만 [19], 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시범 실험에서도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회전운동하는 도체 주변에 둔 영구
자석에 작용하는 도체의 회전운동을 방해하는 항력 FD 와
자기 부상력 FL 의 해석학적인 관계를 대학 정규 교육과정
을 이수한 학생들 또는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한다. 다음으로 실험을 통해
이들 관계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도체판의 전기전도도를 구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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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schematic diagrams showing (a) induced
surface current density K and (b) drag force FD acting
on conductor plate when the conductor was in external
magnetic field Bext zone.

II. 이론적 배경
도체의 한 부분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갈 때 도체에는
유도전류가 발생되고,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기력을 받게
된다. 회전하는 도체 부근에 영구자석을 가져가게 되면 도
체는 힘을 받으며, 그 중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반
작용력이 자석을 도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자기 부상력 FL 이라고 한다. Figure 1(a) 는 외부 자기장
Bext 가 도체에 인가되었을 때 유도전류가 외부 자기장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도체
판이 얇은 경우 표면 전류밀도 K 만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자기장에 의해 유도된 표면 전류밀도 K 가 흐르는
도체에서 도체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부상력
FL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FL = dA(K × B)z = A(Kx By − Bx Ky )
(1)
여기서, A는 도체의 면적이고, x방향과 y 방향의 표면 전
류밀도 Kx , Ky 는 도체면에서 균일하게 흐른다고 가정하였
다. 자기장 Bx 와 By 는 외부 자기장의 성분별 크기이지만,
렌츠의 법칙에 의하면 유도전류는 외부 자기장을 소멸시
키는 방향으로 형성되므로 유도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과
크기가 같다. 표면 전류밀도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 [20]의
Eq. (2) 를 Eq. (1) 에 대입하면, FL 의 크기는 Eq. (3) 과
같이 표현된다. Equation (3)은 유도전류가 발생한 도체가
받는 힘으로 계산되었으며, 방향은 Fig. 1(a) 에서 아래 방
향인 +z 축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힘의 반작용력이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영구자석이 받는 자기 부상력 FL 이
된다.
1
1
Bx = − µ0 Ky , By = µ0 Kx
2
2
A
FL = µ0 (Kx2 + Ky2 )
2

(2)

(3)

회전하는 도체판에 작용하는 힘 중 도체면에 수평 방향 (선
속도 방향) 으로 작용하는 힘은 운동을 방해하는 항력 FD

이며, 일반적으로 와전류로 설명된다 [14]. Figure 1(b) 와
같이 회전운동하는 도체가 z 축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 영
역으로 들어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회전 중심방향 (x 축
방향) 과 나란하기 때문에 항력 FD 가 회전 선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y 축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 힘의 반작용
력에 의해 자석은 도체판의 회전 선속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항력 FD 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손실률 P 는 Eq. (4)
와 같이 계산된다.
∫
∫
P = FD v = J · Edv = K · EdA
(4)
A
= (Kx2 + Ky2 )
σt
여기서, 옴의 법칙 J = σE 를 적용하였고, A 는 Eq. (1)
에서와 같은 도체의 면적, σ 는 도체의 전기전도도, t 는 도
체의 두께이다. 자기장이 도체면에 수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회전중심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z 축 방향의 전류는 무시하였다. Eq. (3)과 Eq. (4)
를 이용하면 FL 과 FD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FD =

w=

w
FL
v

2
µ0 σt

(5)

(6)

이 관계식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구한 결과 [15, 17, 18]와
같다. w 는 FD 와 FL 이 같을 때 도체의 선속도를 나타내며,
회전 선속도 v 가 w 보다 작을 때는 FD 가 FL 보다 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FD 가 FL 보다 작다.
Figure 2는 수직으로 세워져 회전하는 도체판 부근에
진자의 형태로 둔 자석에 작용하는 FD 와 FL 을 나타낸다.
질량 m인 자석이 두 힘 FD , FL 에 의해 각각 각도 ϕ, θ 만큼
회전한다. 이 때 ϕ 는 Fig. 2(a) 와 같이 자석이 FD 에 의해
도체판의 선속도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이고, θ 는 Fig. 2(b)
와 같이 자석이 FL 에 의해 도체면에서 수직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이다. 자석이 평형상태를 이룰 때
FD = mg tan ϕ, FL = mg tan θ 의 관계가 성립하며, Eq.
(5) 는 Eq. (7)로 표현된다.
FL
tan θ
1
=
= v
FD
tan ϕ
w

(7)

두 회전 각도 θ 와 ϕ 만 측정하면 두 힘의 비 FL /FD 를
얻을 수 있고, 역학적인 회전 조건만 같다면 자석의 질량,
자석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 관성능률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속력에 따른 두 힘의 비는 직선으로 나타나며 그 기
울기는 1/w = µ0 σt/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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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를 속력 v 만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Equation (8) 과
Eq. (9)는 FL 과 FD 가 도체판의 회전 선속도 v 와 도체면과
자석 사이의 거리 d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Figure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자기 부상력 FL 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영구자석을 진자의 형태로 활용할 경우, 도체판의 회전 선
속도 v 를 증가시키면 FL 이 증가하여 d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FL 과 FD 의 관계를 나타내는 Eq. (7)을 실험 결과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석이 같은 거리 d에 위치할 때 선속도 v
에 대한 두 힘을 측정해야 하며, 이 두 힘의 이론적 표현식이
각각 Eq. (10) 과 Eq. (11) 이다.

III. 실험 방법 및 결과
1. 실험장치 구성
Fig. 2. (Color online) Free-body diagrams of (a) drag
force FD and (b) magnetic levitation force FL acting
on permanent magnet near vertically rotating conductor
plate. When the magnet is located at angular positions
ϕ and θ, it is in equilibrium under the three forces, i.e.,
the drag force FD , force of gravity mg, and tension T.

회전하는 도체로는 지름이 10 cm, 두께가 6.4 mm인 원
판형 구리 (Cu) 를 사용하였다. 구리판 부근에 위치한 영구
자석에는 항력 FD 와 자기 부상력 FL 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두 각도를 동시에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도체판의 회전 선속도가 증가하면 FL 이 커지게 되고,
Fig.2 (b) 에서 나타낸 도체면과 자석사이의 수직 거리 d 도
증가하게 된다. W. M. Saslow는 자기 홀극 개념과 영상
법을 이용해 FD 와 FL 을 다음과 같이 도체의 회전 선속도
v 와 거리 d의 함수로 나타냈다 [15].
(
)
w
α
FL = 2 1 − √
(8)
d
v 2 + w2

FD =

α w
d2 v

(
1− √

w
v 2 + w2

w
FL = β 1 − √
2
v + w2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자의 끝부분에는 직경이 12 mm,
두께가 3 mm인 네오디늄 (Nb) 자석 2개를 앞뒤 대칭으로
부착하였고, 각각의 회전 각도에 따라 관성능률이 같아지
도록 하였다. 자유도를 제한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두 자석을 떼서 진자의 옆면에 같은 방법으로 붙이
고, 진자 전체를 90◦ 회전시키면 된다. 진자의 재질은 3D
프린터의 필라멘트로 널리 사용되는 PLA(polylactic acid)
를 이용하였다. 진자의 한 쪽 자유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
(9)

여기서 자기 홀극 개념은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인 물리량을 상수 α 로 표현하였으며, FL 과 FD 가 v 와 d의
함수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Figure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힘의 평형 관계식 FL = mg tan θ = mgd/R 로
두면, Eq. (8), (9)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그래서 한 개의 자유도를 제한한 진자를 제작하였다. Figure

) 13
(10)

구리판이 회전할 때 자석은 두 힘을 동시에 받더라도 FL 을
측정할 때는 구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FD 를
측정할 때는 구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회전한다. Figure
3에서 보는 것처럼 구리판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제작한 홀
더의 가장자리에 홈을 내고, 그 앞뒤로 광센서 CdS, LED
를 부착하여 오실로스코프로 회전주기를 측정하였다.

2. 항력 FD 측정
Figure 2(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리판이 회전할 때 자

FD

βw
=
v

(

w
1− √
2
v + w2

석은 구리판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끌리게 된다. 이 때 자석

) 13
(11)

여기서 β 는 α, m, g 그리고 진자의 길이 R 로 표현되는
상수이며, 수직거리 d와 속력 v 의 함수로 표현되는 Eq. (8),

에 자기 부상력 FL 이 작용하더라도 자유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진자와 구리 표면 사이의 수직거리 d 는 일정하다.
구리판의 회전 선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진자의 회전
각도 ϕ로 FD 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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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showing rotating Cu plate, magnet pendulum near Cu plate, CdS
photo sensor and light-emitting diode (LED) set, oscilloscope for measuring rotating period, a direct current
motor, and power supply for CdS and LED.
ϕ 는 자석이 구리판 가장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 측정하였
고, 자석이 구리판 가장자리까지 이동할 경우에는 속력을
더 증가시켜도 각도변화는 없다. 구리판과 자석의 수직거리
d 는 2 – 17 mm범위 내에서 1 mm 간격으로 변화시켰으
며, 자석이 위치한 곳의 구리판 선속도는 0.07 – 6.00 m/s
범위 내에서 변화시켰다. Figure 4(a) 에는 간격 d 가 8, 10,
12, 14, 16 mm일 때 FD 를 나타내었다. Figure 4(a) 에서
실선은 수직거리 d 가 일정할 때 Eq. (9) 를 이용하여 그린
추세선이며,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들이 이론적인 추세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quation (9)에 의하면 속력이 더
증가하면 FD 가 최댓값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리판의 직경이 제한되어 있어
높은 선속도에서는 FD 를 측정하지는 못했다. Figure 4(b)
는 속력이 v = 0.221 m/s로 일정할 때의 거리에 따른 FD
의 측정값이며, Eq. (9)를 이용한 추세선인 실선과 같이 d2
에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3. 자기 부상력 FL 측정
Figure 2(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으로 놓여진 구리
판이 회전할 때 구리면에 대해 자석이 수직으로 받는 힘
FL 은 자석이 도체면에서 수직으로 멀어지는 회전각도 θ 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구리판의 선속도가 증가하면 FL 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직거리 d 도 증가한다. Figure 5
에 나타낸 FL 은 속력 v 뿐만 아니라 거리 d 의 함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Fig. 5는 구리판의 선속력이 v 일 때 거리
d에서 힘의 평형을 이룬 자석의 회전 각도 θ 를 측정해 구한
FL 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Eq. (10)을 이용해 얻은 추세
선이며 측정값과 잘 일치한다.

(a)

(b)

Fig. 4. (Color online) Drag force FD as a function of
(a) linear velocity v of rotating Cu plate when distance
d between Cu surface and magnet is constant and (b)
distance d when velocity v is constant.
4. 도체판의 전기전도도 결정
구리판이 회전할 때 영구자석이 받는 두 힘의 비 FL /FD
는 Eq. (7) 과 같이 진자의 두 회전각도 ϕ 와 θ 만 측정하
면 얻을 수 있다. 이 관계식은 자석이 구리면에서부터 같
은 위치에 있을 때 성립한다. FD 는 간격 d 와 선속도 v 를
각각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고, FL 은 v 를 변화시켰을 때
측정한 거리 d 로 결정하였다. Equation (7)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FL 을 측정했을 때와 같은 조건의 v 와 d 일 때의
FD 가 필요하다. Figure 6(a) 는 FL 과 같은 조건일 때 FD
를 나타낸 것이며, FL 과는 달리 Eq. (11) 을 이용한 추세
선과 같이 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FD 의 크기가 감소한
다. Figure 6(b) 는 두 각도 ϕ 와 θ 를 이용해 얻은 FL /FD
를 나타낸 것이다. 추세선은 Eq. (7) 과 같이 속력에 따른
직선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Eq. (7) 과는 달리 세로

388

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4, April 2021

Fig. 5. (Color online) Levitation force FL acting on magnet as function of rotational linear velocity v. When v
increases, d also increases. Data points are measured at
their respective distances d.
축의 절편이 0.217 ± 0.027 로 나타났다. 이 절편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체의 가장자리
효과이다. 회전하는 원형 도체판에서 자석이 가장자리로
가까이 감에 따라 도체판의 회전을 감소시키는 토크는 줄
어들기 [21] 때문에 FD 와 FL 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자석
면과 도체면 사이의 기울어짐이다. Figure 2(b) 에서처럼
자석이 각도 θ 만큼 기울게 되면 자석의 면이 도체면에 대해
기울어지게 되어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이 도체면에 수직
으로 들어가지 않고, θ 만큼 기울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원인은 Eq. (7) 을 유도할 때 가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만,
실험결과를 볼 때 그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6(b)은 회전 선속도 v 에 따른 두 힘의 비 FL /FD 을 나
타낸 것이며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직선의 기울기는 0.238
± 0.014 s/m로 결정되었다. Fig. 6(b) 에 나타낸 직선 주
변의 음영은 표준편차로 구한 오차범위를 나타낸다. 직선
의 기울기와 Eq. (6) 을 이용해 구한 구리의 전기전도도는
σ = 5.92 ± 0.35 × 107 Ω−1 m−1 이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리의 전기전도도 σ = 5.88 × 107 Ω−1 m−1 [22]과
잘 일치한다.

IV. 결 론
회전하는 구리판 주변에 둔 영구자석에 작용하는 두 힘
인 자기 부상력 FL 과 항력 FD 를 측정하였다. 이 두 힘은
구리판의 선속도 방향 (FD ) 과 구리면에 수직인 방향 (FL )
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한 쪽 자유도가 제한된 진자를 이
용하여 각각의 힘에 의한 회전 각도를 측정하였고, LED,
CdS 광센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 구리판의 회전 속력을

(a)

(b)

Fig. 6. (Color online) (a) FD measured under same condition with FL . FD is a function of both v and d, and
the data points were measured at each other distance d,
similar to the case of FL measurement. (b) The ratio of
the two forces, FL /FD , is linearly proportional to linear
velocity v of rotating Cu plate, and the line slope was
determined to be 0.238 ± 0.014 s/m.
측정하였다. 구리판과 자석의 거리 d 가 일정할 때 구리판
의 회전 선속도가 증가할수록 영구자석에 작용하는 FD 도
증가하면서 최댓값에 도달하는 형태를 보였다. 속력이 더
커지면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
전하는 구리판의 직경이 10 cm정도로 제한되어 관찰하지는
못했다. 구리판의 회전 선속도가 일정할 때 FD 는 구리판과
영구자석 사이 거리 d의 제곱에 반비례하였다. 자기 부상력
FL 은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구리판과 자석 사이의 거리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과 거리의 함수로 나타난다.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FL 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
율은 줄어들었다. FL 을 측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속력과 거리가 동시에 변할 때 측정한 FD 는 속력에 따라
감소하였다. FL 과 FD 의 관계를 이용해 결정한 구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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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도도는 σ = 5.92 ± 0.35 × 107 Ω−1 m−1 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값과 매우 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내용은 중등학교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의 시범
실험 또는 과학관의 전시물로 활용하기에 시각적인 현상이
충분히 잘 나타나며, 이를 이용하여 도체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과학 탐구활동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7] J. Guisasola, M. Morentin and K. Zuza, Phys. Educ.
40, 544 (2005).
[8] L. Ramey-Gassert, H. J. Walberg Ⅲ and H. J. Walberg, Sci. Educ. 78, 345 (1994).
[9] G. Donoso, C. L. Ladera, and P. Martin, Am. J.
Phys. 79(2), 193 (2011).

기대된다.

[10] N. H. Kang et al., Physics 1 textbook for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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