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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Einstein’s equivalence principle, the inertial mass and the gravitational mass are
identical. In this study, we charried out an experiment on the harmonic motion of a spring that
moved horizontally in one dimension without friction. Objects suspended at both ends of two
springs are set to perform a harmonic motion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gravity. The
analysis for measuring the inertial mass of an object by using the spring force without the effect of
gravity was discussed, and the inertial mass was estimated by comparison with the gravitational
mass obtained by using the measurements of the spring constant, frequency, period, etc.
Keywords: 2015 Science revision curriculum, Equivalence principle, Inertial mass, Harmonic
motion, Gravitational mass, One-dimension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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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에 의하면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같음은 이미 보고 되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 현장 과학실험을 활용하여 중력가속도의 방향과 수직이며 마찰이 없는 1차원 상에서 수평
운동하는 용수철의 조화운동을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용수철 양 끝에 매달린 물체가 중력 방향에
수직 즉, 지표면에 수평 방향으로 조화운동하는 상태를 설정하였다. 중력의 영향 없이 용수철 힘으로부터
물체의 관성질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분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용수철의 조화운동 실험에서
용수철 상수, 진동수, 주기 등을 측정하고 변인통제 함으로서 관성질량을 추정하고 물체의 중력질량과
비교하였다.
Keywords: 2015 과학 개정교육과정, 등가원리, 관성질량, 조화운동, 중력질량, 1차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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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5 과학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물리학 I의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연 탐구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일
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다. 물리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물리 개념에 대하여 핵심 요체를 이해하
고 탐구 능력의 함양을 수반한다. 이에 개인과 사회에 다양
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
서 사실에 입각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적 소양을
배양한다고 제시한다 [1–4]. 2015 과학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물리학 I ’ 역학과 에너지’ 단원 중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때 질량-에너지 동등성을 교사가 설명할 수 있
으며, 빛의 속력이 일정하고 관찰자에 따라 시간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시공간 개념을 도
입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5]. 학생들에 대한 물리학 I 교과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
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6]. 특수 상대성 이론의 E = mc2 을 이용한 계산보다는
그 증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하여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
다고 하였다. 반면,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상대성 이
론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 질량, 관성, 중력과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하여 우주용
소질량 측정장비를 활용한 힘과 운동 탐구 수업 프로그램은
영재학생이 운영하는 정도로 이루어진 바 있다 [8]. 질량의
측정은 무중력 환경에서의 관성력과 표준 질량을 질량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9].
질량이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에 의하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비행선이 만약 일정한 가속도 g 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비행선 안에서 질
량을 가진 임의의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물체는 가속도
g 로 낙하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비행선의 창문을
모두 가리면 내부의 관찰자는 지상에서 비행선이 정지된
상태가 되거나 또는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가속도 a = g 로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그 운동상태를 알 수가
없게 된다 [10,11]. 뉴턴의 제2법칙 즉, 힘의 법칙 (F = ma)
에 따라 외력이 일정하게 가해지면 물체는 가속도에 비례하
는 운동을 하며 질량에 반비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지표
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무게는 운동하는 물체
또는 정지된 물체의 질량과 중력가속도 g 와 곱한 것으로서
항상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며 높이와 무관하다. 공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에 중력이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며 중력은
수평방향으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등속운동을 하게 된다. 즉, 낙하 속도의 수평 방향 성분은
일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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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운동에서 수직방향 운동과 수평방향 성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는 복합운동 (compound motion)
의 원리라 알려져 있으며 1638년 갈릴레오에 의해 알려지
게 되었다 [12]. 포물체 운동에서 수직방향의 가속도는 g 가
되며 수평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되고 수평속도는 일정하게
된다 [13]. 직각 좌표계에서 가속도 x 성분과 y 성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a = ax i + ay j, ax = 0, ay = −g 가 되며
x 성분 벡터와 y 성분 벡터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지평면의 수평으로 단순조화운동 하는 물체는 용수철의 끝
에 매달려 복원력에 의하여 1차원 수평 단순조화운동은 마
찰이 없는 환경에서 지평면에 수직인 중력가속도의 영향이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평면에 대하여 수직인 중력가속도와
독립적이며 수평방향으로 1 차원 단순조화운동 하는
물체의 관성질량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기본 가설은 중력과 가속도가 동등하다는
등가원리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 우주선 안에 갇혀 있다고
가정할 때 우주선이 중력가속도로 운동할 경우 그 사람은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는지 또는 지구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즉, 지구 중력가속도와 우주선의 가속도 간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외부힘이 임의의 물체에 가해지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힘과 가속도의 정보를 알게
되면 물체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용수철 양 끝에 매달린 물체가 중력 방향에 수직 즉,
지표면에 수평 방향으로 조화운동을 상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가설 설정 1 과 같이 중력의 영향 없이
용수철 힘으로부터 현장과학교육 실험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물체의 관성질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설 설정 1: 중력가속도 방향에 수직인 물체의 운동에서
마찰이 없는 용수철 힘을 안다면 물체의 질량 (관성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II. 이론적 배경
교사가 중력의 개념을 학생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 중 자
유낙하를 이용하여 교수-학습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4].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때 중력 (무게) 과 관성
에 대하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설문
조사한 것이 있다 [15,16]. 중력을 비롯하여 관성과 질량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는데 있어서 중등교육과정의 가장
필수적인 선행 개념이기도 하다. 다음은 교실 실험 수업에
서 관성질량 측정을 위하여 ‘힘과 운동’ 단원에서 제시된
몇가지 개념 설명을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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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체의 포물체 운동
포물체 운동은 수평운동과 수직운동으로 분리해서 분석
할 수 있다. 수직운동과 다르게 수평운동에서 가속도 성분
이 없다. 지평면과 초기각도 θ 를 이루며 초속도 v0 발사되어
2차원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운동 중인 입자의
수평가속도는 0 이고 수직가속도는 자유낙하 가속도인 −g
가 된다. 수평축을 x 축, 수직축을 y 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x = x0 + v0 cos θ × t
1
y = y0 + v0 sin θ × t − gt2
2
vx = v0 cos θ

(1)

vy v0 sin θ − gt

(4)

(2)
(3)

여기서 t = 0 일 때 초기위치는 (x0 , y0 ) 이고 초기속도는
(v0 cos θ, v0 sin θ) 이다. x, y 위치 방정식에서 시간 t 를 소
거하게 되면 포물체의 경로 궤적에 대한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y = (tan θ)x −

gx2
2(v0 cos θ)2

(5)

포물체의 운동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성분에서 방향의
수평성분은 가속도 성분이 없으며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 포물체 운동에서 y 축 방향의 가속도는
ay = −gj 이며 x 축 방향의 가속도는 ax = 0i 이다. 따라서
x 축 방향의 가속도와 y 축 방향의 가속도는 서로 수직이며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x축 방향의 운동 성분은 y 축 방향의
중력가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복원력에 의한 1차원 단순 조화 운동
고무줄이나 용수철에 힘을 작용하면 늘어나거나 줄어든
다. 이때 고무줄이나 용수철에 작용한 힘을 없애면 물체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탄성이라고 한다. 용수철이 받는 힘과 변위 (x)는 비례하며
이때 비례상수 는 용수철 상수로서 용수철의 탄성을 나타
내는 양이다.
F = −kx

(6)

탄성은 늘어난 용수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또는 압축된
용수철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탄성력의 방
향은 용수철이 변형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용수철에 가해진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10,
11].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of one dimensional simple harmonic motion under a linear restoring force.

III. 연구 방법
용수철 상수가 각각 k1 과 k2 인 두 개의 용수철이 질량 m
인 토막에 Fig. 1 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두 개의 용수철
과 토막이 연결되어 1차원 수평방향으로 좌우로 자유롭게
단순조화 운동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가 구성된다. 이때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접촉에 의한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바닥이 에어트랙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
치한다. 여기서 가운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움직
였다면 왼쪽 용수철로부터 왼쪽으로 당겨지는 용수철 힘
F1 = −k1 x 이 작용하게 되고 오른쪽 용수철 또한 수축이
되었기 때문에 밀어내려는 힘 F2 = −k2 x이 왼쪽으로 작용
하게 된다. 그래서 알짜 복원력 F = −(k1 + k2 )x 이 된다.
가운데 토막에 작용하는 두 힘은 즉, 양쪽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의 합력이 가운데 토막의 알짜힘이 되고 1차원 수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d2 x
dt2

(7)

d x
+ kef f x = 0
dt2

(8)

F1 + F2 = m
2

m

(단, kef f = k1 + k2 이 된다.)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또는 물체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x(t) = xm cos(ωt + ϕ)
√
k1 + k2
4π 2
kef f
2
ω =
= 2 ; ω=
m
T
m

(9)
(10)

상기 식 (7) 을 보면 용수철 힘에 의하여 1차원 수평운동하
는 물체는 중력가속도 g 와 수직 또는 독립적으로 운동하게
된다. 그리고 질량 m과 주기의 제곱 T 2 은 비례관계가 성립
하게 되어 물체의 주기에 대응하는 관성 질량을 알 수 있게
된다.

1. 용수철 상수 측정
1. 용수철의 한 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한 쪽에 힘 센서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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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mechanical wagon that freely
moves in one dimensional harmonic motion on a frictionless air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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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Finding the constants of two
springs using a force sensor.

2. Vernier 사의 힘 센서를 LABQUEST2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하고, F = 0 인 평형 위치를 찾는다 [18].
3. 힘 센서의 변위를 다르게 하며 나타나는 힘의 값을
이용해 용수철 상수 를 구한다.

2. 질량 변화에 따른 단순조화 진동의 주기 측정
1. 에어트랙의 양 쪽 끝에 2개의 용수철을 각각 고정시
키고 가운데 역학수레를 용수철과 연결한다.
2. 공기펌프의 전원을 켜고 글라이더가 움직이지 않는
평형 위치를 찾는다.
3. 평형위치에 포토게이트를 설치하고 컴퓨터 기반 실
험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장치에
연결한다.
4. 글라이더를 10 cm 당긴 후 놓아서 진동하게 하고,
이때 포토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5. 이론의 식으로 주기와 용수철 상수를 구한다.
6. 질량을 10 g씩 증가시키면서 위의 (4), (5) 실험을
반복한다.

Fig. 4. (Color online) Measurement of displacement of
an object according to mass change.
2. 질량 변화에 따른 주기 측정

IV. 결과 및 논의
1. 두개의 용수철 상수 k1 , k2 구하기
Figure 3는 두 개의 용수철 상수를 구한 것으로서 용수철
의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힘센서에 측정된 힘을 구하였다.
용수철의 복원력이 길이에 따른 선형 비례관계라고 할 경우,
F = −kx 수식을 사용하여 선형 전산 맞춤하고 기울기를
산출함으로서 각각의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용수철 상수는 각각 k1 = 1.2837 N/m, k2 = 0.61291 N/m
로서 계의 용수철 상수 kef f = k1 + k2 = 1.89661 N/m 이
된다.

Figure 4는 용수철에 매달려서 조화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 변화에 따른 변위를 측정한 것이다. 에어트랙과 글
라이더 사이에서 마찰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변위 x(t) =
A sin(2πt/T + θ0 ) + x0 함수를 적용하고 전산 맞춤하여 주
기 T 를 구하였다. 질량이 0.202 kg에서 0.602 kg 까지 증가
하는 동안 주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두 입자로 구성되고
결합 상태인 이원자 분자의 퍼텐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모스 (Morse) 함수가 된다 [19].

V (x) = V0 (1 − e− δ )2 − V0
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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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e 함수에 대하여 Taylor 급수 전개 통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2
x (x/δ)2
(x/δ)3
V (x) = V0 1 − 1 − +
−
+ ···
− V0
δ
2
3!
(12)
[
]
(
)
(
)
2
3
x 1 x
1 x
= V0
−
−
− · · ·2 − V0 (13)
δ
2 δ
3! δ
( x )2
( x )3
( x )4
= V0 + V0
− V0
+⃝
+ · · · (14)
δ
δ
δ
평형점으로부터 변위 x가 크지 않을 경우에 퍼텐셜 에너지
는 다항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V (x) = a0 + a1 x + a2 x2 + a3 x3 + · · ·

(15)

Fig. 5.
(Color online) Correlation between period
squared (T 2 ) and inertial mass (m).

윗 식 (15) 에서 상수항 a0 는 영으로 놓을 수 있으며
F (x) = −

dV (x)
= −a1 − 2a2 x − 3a3 x2 − · · ·
dx

(16)

평형점에서 영이어야 함으로 a1 = 0 가 되어야 한다.
F (x) = −2a2 x − 3a3 x2 − 4a4 x3 − · · ·

(17)

따라서, 복원력 F (x) 식 (17)과 같이 고차항으로 급수 전개
가 가능하다 [20]. 그러나 변위가 작을수록 Morse 퍼텐셜
함수는 최소점 근방에서 순수한 제곱항만으로 거동하게 된
다 [21]. Morse 퍼텐셜은 작은 변위에서 2차항이 우세하게
되어 복원력 F (x)는 평형점으로부터 변위에 선형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의미를 둘 수 있겠다.

3. 주기로부터 관성질량 구하기
Figure 5은 주기 제곱에 따른 관성질량의 상관관계를 보
kef f 2
여준다. 물체의 질량 m = 4π
이므로 Fig. 5 변위로부
2 T
터 계산된 주기를 구하게 되면 대응되는 관성질량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Fig. 5으로부터 미지의 질량의 변위를
측정하고 전산맞춤된 주기를 얻게 되면 그것에 대응되는 관
성질량을 구하게 된다. 질량원기를 사용하여 저울의 기준
을 알 수 있지만 1차원 조화운동의 변위를 측정하고 주기를
계산함으로서 표준질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Figure 6은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함수 f (x) = bx + c 의 추세선 그래프로 나
타낸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울기 b = 1.21487 ± 0.03358
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b ≈ 1 로 근사할 수
없음은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 추의 질량만으로 계산한
것과 에어트랙에서 역학수레와의 마찰로 기인한다고 추론

Fig. 6. (Color online) Correlation between inertial mass
and gravitational mass.

할 수 있다. 교실 실험수업에서 용수철을 이용한 역학수레
의 조화운동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용수철 힘이 선형비례하는 것과 고차항
성분도 포함하여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료 질량과 표준질량의 관성력을
비교하여 시료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물리개
념 이해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용수철 복원력에 의한 1차원 수평으로 조화 운동하는 물체
실험을 통하여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의 비교 실험이 가능
함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중등 실험 교육에서 학생들이 아
인슈타인의 등가원리를 학습하고 직접적으로 관성질량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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