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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uter program written in the VPython language on the Glow Script platform is developed
with a view to aiding the study of vibrations and the waves. It simulates the forced motions
of coupled oscillators of arbitrarily large number. Understanding the harmonic oscillations of
physical systems underlies the core curriculum of college physics. It normally starts with the
simple harmonic oscillation of a single oscillator and, afterwards, adds damping and external
harmonic forcing. More than one coupled oscillators are, then, introduced and they give ways
for understanding waves in continuous media as the number of oscillators becomes large. The
reported product visualizes the motions of coupled oscillators and enhance the comprehension of
such concepts as the normal modes of vibration and stationary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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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진동은 대학 물리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주제이다.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은
하나의 진동자가 행하는 단순조화진동에서 시작하여 감쇄력과 외부의 조화력을 첨가하면서 진행
한다. 이어서 진동자가 두개 이상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운동을 통해서 진동의 정규 모드들과 공명
등을 학습한다. 그 후 진동계를 연속적인 매질로 확장하여 파동의 진행과 정상파 등을 공부한다.
본 논문은 Glow Script 를 기반으로 V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한 대화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도구를 통하여, 임의의 개수의 진동자들이 결합한 진동자계를 외부의 조화력이
강제로 운동을 시킬 때 나타나는 운동의 행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래프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진동의 정규 모드와 공명 그리고 파동의 정상파에 관한 개념 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Keywords: 물리 교육, 결합 진동자, 수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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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차원의 비선형 미분 방정식과 같은 복잡한 모델로 표
현되는 물리계에서, 정교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컴퓨터 수
치 계산과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작업은 물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컴퓨터는 물리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고학년의 학
부 과목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그들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고
등학교 및 대학 저학년 물리 교육 과정에서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 물리 개념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에서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물리학과 1학년 학생들은 필수
이수 과목인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 Python [1]에 입문한
다. 추가적으로 기초물리응용2 과목에서 Visual Python
(VPython) [2]을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 물리에서
학습한 개념과 문제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삼차원
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VPython은 Python
에 다양한 모듈을 첨가하여 삼차원 공간에서 물체와 운동을
구현하는 데 편리한 컴퓨터 언어로서, 유사한 목적의 다른
컴퓨터 언어와 비교하면 사용법을 익히는 게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다.
2학년에 개설된 파동 현상 과목에서는 진동과 파동의 교
육에 있어 VPython을 써서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로 연결된 진동자들
의 강제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결합 진동자
계의 정규 모드와 공명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진
동자의 숫자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크게
하면 줄에서의 파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진동자 계의 한쪽
끝을 고정하거나 자유로이 풀어 둘 수 있어서, 경계 조건에
따른 정상 파동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고,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GlowScript
VPython [3]으로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Python 프로
그래밍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Python을 먼저 설치한 후 필
요한 모듈들을 추가해야 하는 데,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 설치를 완료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편
GlowScript는 인터넷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기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적은 용량으로
소규모로 설치하여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VPython에 특화된 플랫폼인 GlowScript
는 VPython의 사용이 간편한 반면에 Numpy처럼 널리 사
용되는 Python의 추가 모듈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 GlowScript에서는 텍스트 상자, 슬라이더와 단추 등

Fig. 1. (Color online) An oscillating system of four (N =
4) objects coupled to each other by N + 1 springs. The
mass m of each object is identical and the spring constant
of each spring is k.
여러가지 위젯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화형 시뮬
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진동자계의 소개와 관련된 물리
를 기술한 후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결합된 진동자계
Figure 1과 같이 질량이 m 으로 동일한 N 개의 물체가
동일한 스프링 (상수 k) 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진동 계의
진동을 생각해 보자. 진동 계의 양쪽 끝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 각 물체 사이의 간격은 같은 길이로 유지되어 각각의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
이제 시간 t = 0 일 때부터 왼쪽 벽이 변위 a cos ωf t로 강
제로 움직이게 되면, 물체들은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진동
하게 된다. Figure 1의 가장 왼쪽에 있는 물체부터 시작하
여 1, 2, . . ., N 의 번호를 붙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
물체의 변위 xi 는 물체의 양쪽에 연결된 스프링의 복원력을
고려하여 뉴턴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m1 ẍ1 = −k0 x1 + k1 (x2 − x1 ) + fext ,
m2 ẍ2 = k1 (x1 − x2 ) + k2 (x3 − x2 ),
..
.

(1)

mN −1 ẍN −1 = kN −2 (xN −2 − xN −1 ) + kN −1 (xN − xN −1 ),
mN ẍN = kN −1 (xN −1 − xN ) − kN xN .
Equation (1) 에서 왼쪽 벽이 계에 작용하는 외력 fext =
k0 a cos ωf t, ẍi 는 물체 i의 가속도 d2 xi /dt2 를 의미하고, 모
든 i = 1, 2, . . . , N 에서 mi = m 이고 ki = k 이다. 그리고
가장 왼쪽 스프링의 상수는 k0 = k 이다. 외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왼쪽 스프링 0 부터 수축되면서 물체 1이 오
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스프링 1 이 수축되어 연쇄적으
로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들이 순차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마지막 스프링은 어느 정도 수축되고 나면 이제는 팽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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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 파라미터 설정

연쇄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물체의 진동은 정규 모드
들 (normal modes) 과 구동 진동수 ωf 로 진동하는 운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xi =

N
∑

Bij cos(ωj t + φij ) + Ci cos ωf t,

i = 1, 2, . . . ,(2)
N,

j=1

여기서 ωj 는 N 개의 정규 모드 각진동수이고 Bij 와 φij
는 초기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들이다. 만약 구동 각
진동수 ωf 가 특정한 정규 모드 각진동수 ωJ 와 비슷한 값이
면, ωf ≈ ωJ , 계수 BiJ 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BiJ | ≫
|Bij |, j ̸= J, xi 는 근사적으로 구동 각진동수로 진동하게
된다.
정규 모드의 각진동수 ω 를 구하기 위해 xi (t) =
vi cos(ωt), i = 1, 2, . . . , N 를 구동력이 없는 Eq. (1) 에 대
입한 후 행렬 식으로 정리하여, 그 행렬의 고유치를 구하면
된다.
오른 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진동 관련 대학교 교
재에서 [5] 전형적인 진동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오른 쪽
끝이 풀려있는 정규 모드 진동은 대학 교재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 이들의 정규 모드 진동수를 구하는 자세한 과정은
부록 A에 정리하였다. 오른 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N 개의 정규 모드 각진동수 ωjfixed 는 다음과 같다 [5]:
√
ωjfixed

=2

[
]
jπ
k
sin
,
m
2(N + 1)

j = 1, 2, . . . , N. (3)

한편 오른 쪽 끝이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풀려 있으면, N
개의 정규 모드 각진동수 ωjfree 는 다음과 같다 :
√
ωjfree

=2

[
]
k
(2j − 1)π
sin
,
m
2(2N + 1)

j = 1, 2, . . . , N. (4)

III.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진동 계 (1) 의 진동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프로그램
FCO.py는 [7] GlowScript 기반의 VPython 언어로 작성
하였다. 이들 도구를 사용하면 대화형 프로그램 작성이 용
이하고, 손쉽게 삼차원 물체의 운동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GlowScript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사
용하거나 20MB 이하의 용량으로 개인 컴퓨터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GlowScript의 내장 함수 winput()과 menu()을 사용하여
만든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사용자가 입력하여 변수 값들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진동 계의 전체 길이는 1m 로 고정하
고, 물체의 개수 N 은 텍스트 상자 위젯 (widget) Number
of oscillators에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하였다. 텍스트 상자
에 새로운 숫자를 입력한 후에는 꼭 키보드의 Enter 키를
눌러야 그 값이 계산에 사용된다. 물체들의 전체 질량 M 과
각각의 스프링 상수 k 는 텍스트 상자 위젯 Mass와 Spring
constant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의 끝이 고정된 경우와 자유로이 풀려있는 경우는
목록 상자 위젯 Boundary condition에서 fixed와 free 둘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텍스트
상자 위젯 Normal mode에 원하는 정규 모드 차수를 입력
하면,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정규 모드 진동수가
텍스트 상자 위젯 frequency에 표시된다. 외력 fext 은 인터
페이스의 External force 영역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왼쪽
벽은 스프링 길이 ℓ0 = 1/(N + 1) 의 0.1% 이내로 움직이
도록 fext 의 진폭을 Amplitude 텍스트 상자에 고정된 값
f0 = 10−3 kℓ0 으로 설정하였고, 구동 진동수는 텍스트 상자
위젯 Frequency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함수 wtext(), winput() 그리고 menu() 를 사용
하여 프로그램 FCO.py에서 질량과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함수는 Listing 1에 첨부하였다. Listing 1의 내용 중에서
함수 scene.append_to_title() 의 역할은 해당하는 위젯의
위치를 화면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물체들의 개수
와 스프링 상수, 외력 등도 Listing 1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다.
def widget_mass ():
global wt_length , wi_mass
wt_length = wtext (text='Length '
+str(L0)+'m', pos= scene .
title_anchor )
scene . append_to_title ('
')
wtext (text='Mass (kg)', pos=
scene . title_anchor )
scene . append_to_title (' ')
mass_init = 0.25
wi_mass = winput (pos= scene .
title_anchor , bind=set_mass ,
width =40)
wi_mass .text = '{:1.2 f}'. format (
wi_mass )
def widget_bc ():
global m_bc
wtext (text='Right -end wall ', pos
= scene . title_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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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append_to_title (' ')
m_bc = menu( choices =[ 'fixed ', '
free '], bind=set_bc , pos=
scene . title_anchor )
m_bc. selected ='fixed '
Listing 1. Widgets that are used to set the mass and the
boundary condition.
아 래 Listing 2에 는 Listing 1에 연 동 되 는 함 수
set_mass() 와 set_bc() 를 기록하였다. 이들 각각의 역할
은 질량이나 경계 조건이 바뀌면, 그를 반영한 정규 모드 진
동 수를 계산한 후 Normal-mode frequency 텍스트 상자의
값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def set_mass (evt):
global mass
mass = float ( wi_mass .text)
bc = m_bc. selected
mode_number = int(
wi_normal_mode_number .text)
wt_normal_mode_freq .text = '
{:1.4 f}'. format (
normal_mode_freq (bc ,
mode_number ))
def set_bc (evt):
global bc
bc = m_bc. selected
mode_number = int(
wi_normal_mode_number .text)
wt_normal_mode_freq .text = '
{:1.4 f}'. format (
normal_mode_freq (bc ,
mode_number ))

사용자가 단추 ▶/yy를 누를 때마다 함수 run_pause()을 소
환한다. 이 함수의 역할은 질량 등의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시뮬레이션이 번갈아 실행되거나 일시 정
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단추 n를 클릭하면
함수 reset() 을 소환하여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멈추고, 그
래프 창에 표시된 데이터를 모두 지운 후, 새로운 파라미터
조합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f widget_play ():
global wt_rate , sl_rate
button_run = button (text=chr
(9654) +'<b>/<b>'+chr (10074) +
chr (10074) , \
pos= scene . title_anchor , bind
= run_pause )
scene . append_to_title ('
')
wtext (text='Rate (/s)', pos=
scene . title_anchor )
scene . append_to_title (' ')
wt_rate = wtext (text='200 ', pos=
scene . title_anchor )
scene . append_to_title (' ')
sl_rate = slider (min =100 , max
=50000 , step =100 , value =int(
wt_rate .text), \
length =150 , bind=set_rate ,
pos= scene . title_anchor ,
right =15)
scene . append_to_title (' ')
button_reset = button (text=chr
(9724) , pos= scene .
title_anchor , bind= reset )
Listing 3. Widgets to start, to pause and to reset the
simulation.

Listing 2. Functions that are bound to the widgets of
Listing 1.
3. 시뮬레이션 시각화 및 데이터 플롯
2. 프로그램 동작 제어
VPython 내장 함수 box()와 cylinder()를 사용하여 canGlowScript VPython의 내장 함수 button() 과 slider()
를 사용하여 화면에 단추와 슬라이더 위젯을 만들어 시뮬레
이션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단추 ▶/yy를 누를 때마
다 시뮬레이션이 번갈아 실행되고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단추 n를 클릭하면 파라미터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조합으로 시뮬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빠르기는 슬라이더 위젯 Rate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Listing 6의 함수
widget_play()를 통해 흐름을 제어하였다. 단추 ▶/yy와 단
추 n은 함수 run_pause()와 reset()과 각각 연계되어 있다.

vas에 직육면체 물체와 스프링을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양
쪽 벽과 바닥은 box() 함수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뉴턴 법칙
에 따라 물체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 스프링의 양 끝도 이동
시킨다. 이로써 진동의 상태는 canvas에서 물체의 진동과
스프링의 길이 변화를 관찰하여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
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graph() 함수를 사용하여 그래프
창을 만들어 매 시간 각 물체의 변위와 에너지를 그래프
창에 따로 플롯 하도록 하였다. Canvas 창에 PC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의 양쪽 단추를 함께 누른 상태 또는 마우스의
가운데 바퀴를 앞뒤로 움직이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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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터치 스크린에서는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길이 ℓ0 의 3%에 도달하면 구동력을 제거하여 정상 상태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진동 하도록 하였다.

아래 Listing 4에는 물체 obj와 스프링 spring의 기본적인

시간이 10∆t 만큼 지날 때마다 각 물체의 위치를 그

초기 속성을 지정하는 함수를 기록하였다. 그들의 visible

래프 창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창의 x 좌표는 각 물체

속성을 False로 하여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의 평형 위치를 그리고 y 좌표는 변위를 의미한다. 만약

들의 위치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후 운동을

최대 변위가 ℓ0 의 1%에 도달하면, 그 후에는 y 축의 범

시작하는 초기 상태가 정해지면 그들의 속성이 True로 바

위를 ±0.031ℓ0 로 정하였다. 또 다른 그래프 창에는 진
∑N
동 계의 운동
= 12 i=1 mi vi2 ]와 퍼텐셜 에너
[ 에너지 K
∑N −1
지 V = k2 x21 + x2N + i=1 (xi − xi+1 )2 그리고 역학적

뀌도록 하였다.
def make_oscillators ():
global obj , spring
obj = []; spring = [];
n = number_objs
for i in range (0,n) :
obj. append (box(size= vector (H
*2/n, H, H), color = color .
orange , visible = False )) #
objects
for i in range (0,n+1) :
spring . append ( cylinder (
radius =0.3*H, visible =
False )) # springs
Listing 4. VPython function to create the oscillating
objects and the springs.

4.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Equation (1) 의 수치 적분은 오일러 방법을 써서 짧은
시간 간격 ∆t 만큼 앞으로 나아가며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수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정교한
수치 계산에서는 Runge-Kutta 4차 등 보다 엄밀한 방법들
이 사용된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정밀한 수치 값을
제공하기 보다는 VPython의 효용성을 알려 그의 활용을
유발하는 것이라,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t 를 아주 작게 하여 수치 계산의 정확
도를 올릴 수 있다. FCO.py [7]에서 사용한 ∆t 는 물체의
√
고유 진동 주기 2π M /N k 와 구동력의 주기 2π/ωf 중에서
작은 값의 1%로 하였다. 왼쪽 벽이 x = −0.5m를 기준으로
10−3 cos(ωf t)/(N + 1)m로 진동을 시작하기에, t = 0일 때
평형 상태에 있던 모든 물체도 덩달아 운동하게 된다. ∆t
만큼 시간이 흐를 때마다 각 물체가 받는 힘으로부터 가속
도를 계산하고 오일러 방법으로 속도와 변위를 계산하고,
canvas에서 새로운 위치로 물체와 스프링 그리고 왼쪽 벽을

에너지 E = K + V 와 구동력이 계에 주입하는 에너지
∑J
PJ = j=1 ∆tf0 cos(jω∆t)ẋ1 (j∆t) 를 매 시간마다 플롯
한다. 계의 에너지와 외부에서 주입된 에너지는 같아야 하
기에, 수치 계산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Listing 5에는 디스플레이 창과 그래프 창, 위젯과
진동계의 벽, 물체, 스프링들을 설정한 후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여 진행하는 진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루프를 요약하
였다.
while True :
if flow_ctrl == 'INIT ' :
Place the objects according
to the initial conditions
Attach the springs to the
objects in addition to
the walls
elif flow_ctrl == 'RUN ' :
Plot displacements of the
objects
Plot energies
Compute forces on the
objects
Change the velocities by
Euler method
Move the objects by Euler
method
Move the left wall
sinusoidally in time
Attach the springs to the
objects in addition to
the walls
Color the springs according
to their shrinkage
Increase time by dt
Listing 5. Oscillation loop: The flag flow_ctrl is set
‘INIT’ at the start and when the reset button n is click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rogram. It is set ‘RUN’
when the ▶/yy button is in the RUN mode.

옮긴다. 구동력의 진동수가 정규 모드 진동수와 비슷하면
외력에 의해 진동 계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변위가
아주 커지게 된다. 그래서 최대 변위 xmax 가 원래 스프링

5. 시뮬레이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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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Captured screens at the initial setup phase (a) and during the execution (b) of the program
FCO.py: The distance between two walls is 1m, the total mass of the all objects 0.25kg, the number of the objects
N = 10, the spring constant k = 6.0N/m, the amplitude and the frequency of the external force fext is 5.455 × 10−4 N
and νf = 0.70Hz, respectively. The rightmost spring is fixed to the wall. The figure with black background in (a)
shows the oscillating system where each orange box represents the object and the cyan cylinder visualizes the spring.
In the corresponding figure in (b) the oscillating objects are hidden in the display for better view and the colors of the
springs change in accordance to their length after 23.09 seconds of motion. Red or yellow color means that the spring
is either contracted or stretched, respectively, while the color gray denotes that the length of the spring is changed
little. Two graphs in (b) show the displacements of N bodies (top figure) and the energies, kinetic (green), potential
(blue), mechanical (red) and externally supplied (orange), in time (bottom figure).
FCO.py [7]를 실행한 초기 화면의 모습과 시뮬레이션을
수행 중인 모습은 Fig. 2의 (a) 와 (b) 에 나타나 있다. 사
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개수는 N = 10 이다.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값은 총 질량 M = 0.25kg, 진동계의
길이 1m, 스프링 상수 k = 6.0N/m, 오른쪽 스프링의 끝
은 벽에 고정, 외력 fext 의 진폭은 5.455 × 10−4 N, 진동수
νf = 0.70Hz이다. 이 경우 νf 는 10개의 정규 모드 진동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 ν1 ≈ 0.70178799 에 근사적으로 일
치하는 수치로서, Fig. 2(b)는 계가 구동력에 공명 할 때 운
동을 보여준다. 다른 파라미터 조합을 원한다면 Fig. 2(a)
의 위쪽 화면의 배경이 하얀 색인 상자에 원하는 값들을 써
넣고 Enter 키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물리 변수가

설정된다. Figure 2(a) 의 배경이 검은 색인 화면 (canvas)
에서 오렌지 색 육면체는 물체를, 옥 색인 원통은 스프링을
구현한 것이다. 양쪽 벽 부근의 노란 색 판은 운동이 시작할
때 벽의 위치를 의미한다. Figure 2(b)의 해당 화면은 보다
나은 시각화를 위하여 물체를 투명하게 설정하였고, 진동
중인 각 스프링의 길이를 색깔로 표현한 것으로서 붉은 색은
스프링이 줄어든 것 그리고 노란색은 늘어난 것을 의미하
며, 색깔이 옅을수록 길이의 변화가 작다는 것이다. Figure
2(b) 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내부의 초록색 점 (x, y) 는 각
물체의 평형 위치를 x 좌표로 하고, y 좌표는 그 물체의 변
위를 나타내고, 각 점들은 오렌지 색 실선으로 연결하였다.
가장 왼쪽과 오른쪽 끝 점은 각각의 벽의 변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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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The displacements of N = 100 objects at the steady-state (top row) and the evolutions of
their energies in time (bottom row) when the driving frequency is the same as the normal-mode frequency ν1 , ν2 , ν3
and ν50 (from left to right) with the right end being fixed to the wall. (b): Respective plots of the displacements in
the case of free right end.
Figure 2(b)의 두번째 그래프는 계의 운동 에너지(초록색),
퍼텐셜 에너지 (파란색), 역학적 에너지 (붉은 색), 그리고
외부에서 주입하는 에너지 (오렌지 색) 을 나타낸다.
Figure 2와 같이 구동력과 진동 계가 공명이 일어날 때

[5]. 한편, Fig. 3(a)의 둘째 행은 시간에 따른 에너지(운동,
퍼텐셜, 역학, 외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붉
은 색)과 구동력이 하는 일(오렌지 색)이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는 진폭과 에너지가 시간을 두고 다 함께 증가함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물체가 많더라도 (N ≫ 1) 정규 모드 진
동수들, ν1 < ν2 < . . . < νN , 중에서 n ≲ 3N /4 인 νn 로
공명 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와 구동력이 하는 일을
단순하게 계산한 값이 수치 오차 이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a)의 첫째 행과 (b)는 N = 100일 때 일정 시간
동안 ν1 , ν2 와 ν3 그리고 ν50 로 각각 구동되다가 진폭이 ℓ0
의 3%에 도달한 후 구동력 없이 진동하는 정상 상태의 모습
을 담고 있다. Figure 3(a)는 오른쪽 끝 스프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Fig. 3(b) 는 자유로이 풀려있는 경우로서,
ν1 , ν2 와 ν3 의 경우에는 각 물체의 변위를 연결한 선은 부
드러운 곡선이다. 이들 곡선은 진동계를 탄성이 있는 가는
막대로 근사할 때, 해당 경계 조건에서 그 막대에 존재하
는 정상파의 파형과 일치한다. 하지만 ν50 의 경우에는 각
물체의 변위를 연결한 선은 단속적인 갈지자형이어 막대의
정상파 모양과 전혀 다른데, 이것은 차수 n ≫ 1 인 정규
모드는 연속적인 매질의 정상파로 근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논 문 은 숭 실 대 학 교 물 리 학 과 에 서 GlowScript
VPython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연결된 진동자들의 강제운동을 교육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한 대화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FCO.py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경계 조건에 따른 진동 계의 정규 모드
그리고 강제 진동에서의 공명을 학생들이 좀 더 정량적이
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프로그램은
물체와 스프링의 순간적인 움직임 영상과 에너지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진동자의 개수를 늘이면 가는 탄성
막대에서 종파를 근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종파의 진
행을 관찰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규 모드 진동수에 맞추어
서 강제 진동을 시키면 가는 탄성 막대의 정상파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다체계의 진동과 연속 매체의
파동 사이의 상관 관계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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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계의 강제 진동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FCO.py처럼 실제 물리 파라미터를

[6] C. M. da Fonseca, J. Comput. Appl. Math. 200, 283
(2007).

사용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는 찾

[7] FCO web page, https://SSUphysics.github.io/FCO.html

아보기 쉽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

[8] PhET web page, https://phet.colorado.edu/sims/normal-

수준을 대학 기초물리 또는 그 이하로 맞추었기 때문으로

modes/normal-modes_en.html

생각한다.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의 PhET 프로
젝트는 과학과 수학에 관한 유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들을 제공하는 데, 그중에서 Normal Modes 시뮬레이션
모듈은 [8]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진동 계의 진동을

Appendix A: 진동계의 정규 모드 진동수
(해석적 방법)

시뮬레이션 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왼쪽 벽이 단순조화진동을 해서 야기되는 강제진동을 다루

정규 모드의 각진동수 ω 를 구하기 위해 xi (t) =

는 대신에, 이 모듈에서는 양쪽 벽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vi cos(ωt), i = 1, 2, . . . , N 를 구동력이 없는 Eq. (1) 에 대

정규 모드들을 사용자가 적당히 조합하여 초기 조건으로

입한 후 정리하면 행렬 식

설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Afixed · v = mω 2 1

이 모듈에서는 강제진동의 공명 개념은 다룰 수 없다. 그리

(A1)

고 물체의 수가 10개 이내로 제한되어 연속 매체로 근사할

을 얻는다. 여기서 Afixed 는 N × N 삼중 대각 행렬이고, v

수 없어서, 파동의 정상파에 관한 개념은 다른 모듈에서 다

는 vi 를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이다 :


2k −k

−k 2k −k


−k 2k −k


,
Afixed = 
.. .. ..


.
.
.



−k 2k −k 

루고 있다. 또한 경계 조건을 바꿀 수 없어서, 경계 조건이
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달라지는 정규 모드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FCO.py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GlowScript의 기능을
이용하였고, 물체가 움직이고 스프링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의 운동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대상 학생들 수준에 상관없이, 물리 학습용 소프트웨어 제
작에 있어 VPython이 유용한 도구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v

−k 2k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창은 VPython 함수들을 이용하였다.
굳이 대화형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VPython 만으로도 물체



v1
v2
v3
..
.
N −1





.




vN
(A2)

Equation (A1) 을 풀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은 우선 스프링
의 가장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인덱스 0과 형N + 1 으로
지정하고, 그들 변위의 진폭을 각각 v0 와 vN +1 이라고 한다.
왼쪽 끝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v0 = 0 이다. 이를 반영하여
각 진폭을 vn = C sin(nθ), n = 1, 2, . . . , N + 1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5]. 오른 쪽 끝도 고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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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1 = 0 이므로 sin[(N + 1)θ] = 0 이다. 따라서 θ 는 N
개의 값 θj = jπ/(N +1), j = 1, 2, . . . , N 을 가진다. J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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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모드의 진폭은 vnJ = CJ sin(nθJ ) 이 되어 Eq. (A1)
에 대입 하면 N 개의 정규 모드 각진동수 ωjfixed 는 다음과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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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j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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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jπ
sin
,
m
2(N + 1)

j = 1, 2, . . . , N.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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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N = 2 인 진동 계의 경우에는 ω1fixed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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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상수가 서로 상이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치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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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도록, Eq. (A1)의 정규 모드의 수치 해를 구하는
Python 프로그램은 부록 B에 기록해 두었다.
한편, Fig. 1의 가장 오른쪽 스프링의 끝이 고정되어 있
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면 물체들의 진동도 그에

Interactive Simulation of the Motions of a Linear Mass-Spring Chain with VPython – Chang-Bae Kim et al.

따라 변한다. 이 경우에는 Eq. (1) 의 N 번째 식의 우변의
항 kN vN 이 0이 된다. 그에 따라, 정규 모드들의 행렬 식은
Afree · v = mω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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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진동계의 정규 모드 진동수(수치
계산)

(A4)

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free 가 Afixed 와 다른 점

Equation (A2) 의 행렬 A 의 고유치로부터 정규 모드

은 가장 마지막 대각 행렬 요소인 2k 를 k 로 대체한 것,

진동수 νn 을 수치 계산하는 Python 코드는 Listing [6]와

AfreeN N = k, 뿐이다. 앞의 절차와 같이 각각 진폭을 vn =
C sin(nθ), n = 1, 2, . . . , N + 1 와 같이 표현하면, 오른쪽

같다. 오른쪽 스프링이 고정되거나 풀려 있는 두 경우에

끝이 풀려있으므로
(A5)

vN +1 = vN
이다.

한편, sin[(N + 1)θ] − sin(N θ) = 2 cos[(N +

Numpy의 linalg.eigh() 함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고유치 λn
√
을 구한 후, 진동자의 질량 m을 감안하여 νn = λn /m/2π
을 계산한다. 진동계의 전체 질량은 0.25 kg, 스프링 상수는
6.0 N/m으로 지정하였다.

1/2)θ] sin(θ/2)이므로, Eq. (A5) 로 부터
cos[(N + 1/2)θ] = 0

(A6)

이므로, θ 는 N 개의 값을 가진다 :
θj = (2j − 1)π/(2N + 1),

j = 1, 2, . . . , N.

(A7)

이제 vnj = Cj sin(nθj ) 를 Eq. (A4) 에 대입하면 N 개의
정규 모드 각진동수 ωjfree 는 다음과 같다 :
√
ωjfree

=2

[
]
k
(2j − 1)π
sin
,
m
2(2N + 1)

j = 1, 2, . . . , N. (A8)

Equation (A4)의 또 다른 해법은 이미 알려진 행렬 Afree 의
고유치를 사용하여 정규 모드를 계산하는 것이다. Fonseca
[6]에 따르면 행렬 Afree 의 고유치 λj 는
[
]
(2j − 1)π
λj = 4k sin2
, j = 1, 2, . . . , N
(A9)
2(2N + 1)
√
이므로, 이로부터 계산한 정규 모드 각진동수 λj /m 는
Eq. (A8) 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의 경우에는
√ N =
√
√
√
free
λ = (3 ± 5)k/2 이므로 ω1 = (3 − 5)/2 k/m 이
√
√
√
고 ω2free = (3 + 5)/2 k/m 이다. 오른쪽 끝이 풀려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복원력이 줄어들어서 정규
모드 각진동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port numpy as np
Mass =0.25;
ks = 6 ;
n = int (input’( Number of oscillators
' '=' '’))
mass = Mass/n ;
A = np . zeros ([n , n], float )
for i in range (−n1):
A[i,i+1] = −ks
A[i+1,i] = −ks
A[i,i] = 2* ks
for bc in ’[’fixed , ’’free] :
if (bc’==’fixed ) : A[−n1 ,−n1] = 2* ks
if (bc’==’free) : A[−n1 ,−n1] = ks
print (bc)
print’(A ’= , A)
eigenvalues , eigenvector = np . linalg
. eigh (A)
print’( frequency ’=,np . sqrt(
eigenvalues /mass)/(2* np . pi))
print’( eigenvector ’=, eigenvector )
Listing 6. Numerical codes written in Python 3.7 that
yield the normal-mode frequencies.

각 물체의 질량과 스프링 상수가 다른 일반적인 계의 경우

마찬가지로 정규 모드 진동수의 수치 해를 구하는 Python

에는 적절하게 코드의 array A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계의

프로그램은 부록 B에 수록하였다.

정규 모드를 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