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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카오스 현상을 관찰하고 운동을 분석하는 실험을 제시하기 위해

카오스 진자 중 하나인 강제 구동 진자를 제작하였다. 진자의 운

동은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인 트래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진자에 작용하는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초기 조건의 민감성과 각속도 그래프에서

주기 분석, 위상공간의 끌개 모양 분석, 푸앵카레 단면에서 점의

수렴 유무 분석 그리고 푸리에 분석을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 비주

기 운동과 주기 운동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가 0.06731에서 0.2789는 정지 상태, 0.2789에서

0.6363은 주기 운동, 0.6363에서 0.9710은 카오스 운동인 비주기 운

동이 관찰되었다.

한편 용수철로 연결된 두 진자가 커플 진동할 때 두 진자의 관

성모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식을 유도하고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진자의 운

동은 카메라로 촬영한 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인 트래커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두 진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초기조건

에 따라서 대칭 모드, 반대칭 모드 및 맥놀이를 각각 촬영하고 비

디오 분석하였다. 실험 데이터로부터 회귀 분석함으로써 표준 진

동수를 구해 유도한 식과 비교하였다. 두 진자가 서로 다를 때에

는 관성모멘트 비를 일정하게 변화시켰을 때 임의의 초기 조건에

서 커플 진동을 촬영하고 비디오 분석하였다. 실험 데이터를 표준

좌표에 나타내어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표준 진동수를 구해 유도한

식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유도한 식과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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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칭과 반대칭 모드에서 표준 진동수는 관성모멘트 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어 : 카오스 진자, 비주기적 운동, 커플 진자,

표준 진동수, 관성모멘트 비

학 번 : 2013-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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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필요성

비디오 분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디오 속 물체의 운동을 분석

하는 실험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비디오 분석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물

리 교육 현장에서 비디오 분석을 사용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 비디오 분석은 학생들이 다루기 쉬

우며, 비디오의 이미지 픽셀을 기반으로 길이,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획

득하기 때문에 다른 측정 방법보다 비교적 정확하다(Laws, H. Pfister,

1998). 또한 비디오 분석은 실제 물체 운동과 추상적인 물리 개념을 연

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므로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그

래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R. Beichner, 1996).

트래커는 OSP(the Open Source Physics)팀이 물리교육을 위해 개발

한 운동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 속에서 물체의 궤적

을 추적하여 위치, 속도 및 가속도 등의 물리량을 표, 그래프 및 이미지

로 나타낸다. 그래프의 각 축은 원하는 물리량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

으며, 추세선, 통계 및 푸리에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표의 데이터

는 엑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가 쉬워서 이후 데이터 처리

작업이 용이하다.1)

본 연구는 카오스 진자와 커플 진자를 제작하고, 각 진자의 운동을 고

속 카메라로 촬영한 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트래커를 사용

하여 진자의 운동을 분석하였다.

1) http://physlets.org/tracker/ (accessed Oct.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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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카오스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제시하기 위해 그래

프의 모양으로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선정하였고, 카오스 진자 중

하나인 강제구동 진자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진자의 운동은 고속 카메

라로 촬영한 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인 트래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진자에 작용하는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진자

의 운동을 초기 조건의 민감성, 각속도 그래프에서 주기 분석, 위상공간

의 끌개 모양 분석, 푸앵카레 단면에서 점의 수렴 유무 분석 그리고 푸

리에 분석을 통해 주기 운동과 비주기 운동으로 구분 한 후 운동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커플 진자에 대해서는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이론으로 부터 식을 유도하고,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쇠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디오 분석을 하였다. 두 진

자의 관성모멘트가 같을 때에는 초기 조건에 따라 대칭 모드, 반대칭 모

드 및 맥놀이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표준 진동수를 구하여 이

론과 비교 하였다. 두 진자가 다를 때에는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를

일정하게 변화시켰을 때 임의의 초기 조건에서 커플 진동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커플 진동을 표준 좌표에 나타내었을 때 주기를 측정하여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고, 이를 유도한 식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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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카오스 진자의 비주기적 운동 분석

제 1 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기상 현상, 지진 활동, 주식 변동, 생물의 개체 수, 난류 등은 끊임없이

불규칙하며 예측 불가능한데 이러한 현상을 카오스라고 한다. 갈릴레이의

주기로 대표되는 규칙적이고 결정론적 관점의 진자는 특정한 외력이 작용

하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진자를 카오스 진자라고 한다.

카오스 진자에 대한 운동은 실험 혹은 수치해석의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실험적으로는 진자의 회전축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강제구동 진자를

제작하여 외력의 진폭과 감쇠력을 변화시켰을 때 주기배증 경로를 따라

진자의 운동을 조사한 연구(R. W. Leven, B. Pompe, C. Wilke and B. P.

Koch, 1985), 와전류로 감쇠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자를 제작하여 외력

의 진동수와 감쇠력을 변화시킬 때 1주기, 2주기, 4주기에서 진자의 특징

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John Starrett, Randall Tagg, 1995), 수치 해석으

로는 수직 진동의 진폭과 진동수를 바꾸었을 때 정상 상태(normal state)

와 반전 상태(iverted state)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S. Y. Kim 1998), 외력의 진폭을 변화시킬 때 각 운동 상태의 경

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M. J. Clifford, S. R. Bishop, 1995).

진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운동은 카오스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카오스는 세 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비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메이는 비선형의 특수한 경우가 뉴턴 역학으로 알

려진 선형 역학이며 학교에서는 선형 역학만 배우므로 학생들은 가장 단

순한 비선형계가 나타내는 기묘한 운동 형태에 거부 반응을 보이며, 정

치나 경제 같은 분야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선형적인 운동이 나

타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며 비선형

역학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Rovert M.ma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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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오스와 비선형 역학

19세기 초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인 라플라스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으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자연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대부분은

카오스이기 때문이다.(Stephen T. Thornton, Jerry B. Marion, 2004)

카오스(chaos, 혼돈)은 불규칙하고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무작위 현상과 같다고 오해를 받는다. 카오스와 무작

위 현상의 다른 점은 카오스 현상은 계가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발전

할 때 물리법칙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오

스를 결정론적 카오스라고 부른다.

결정론적 카오스는 항상 3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비선형계와 관

련되어 있다(김영태, 1998). 비선형계는 운동방정식을 이루는 변수가 일

차항보다 큰 것을 말한다. 이 방정식의 완전해는 항상 구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선형항과 선형항의 차이를 다루거나,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과 같은 그래프의 모양 분석을 통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 1970년대

이후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비선형 방정식을 수치해석의 방법으로 접근

하였다(Stephen T. Thornton, Jerry B. Marion, 2004).

2. 위상공간과 푸앵카레 단면

위상공간은 각속도와 각도 그래프인데, 초기 항의 효과가 사라진 긴

시간 이후 운동의 궤적인 끌개(attractor)의 모양에 따라 주기 운동과 카

오스 운동이 구별된다. 주기 운동의 경우엔 끌개가 점이거나 폐곡선이지

만, 카오스 운동에서는 매우 복잡한 이상한 끌개(strange attractor)가 관

찰된다.

푸앵카레 단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상공간의 점을 추출하여 모

은 그래프이다. 강제구동 진자와 같이 외력이 주기적인 경우엔 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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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점을 추출한다. 주기 운동은 유한개의 점으로 수렴하지만, 카오스

운동의 경우엔 복잡한 모양을 나타낸다.

3. 푸리에 스펙트럼

푸리에 분석은 시간에 대한 물리량을 진동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주기 운동의 경우 외력의 진동수에서 선 스펙트럼을 보이나, 카오스 운

동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만약 위상공간에서 궤적

의 모양이 대칭인 경우엔 외력의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에서 피크가 나

타나지만, 비대칭인 경우엔 외력의 진동수와 그보다 큰 진동수(higher

harmonics)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카오스 운동이 될수록 외력의 진동수

와 그보다 작은 진동수(subharmonics)에서 피크가 나타나며 노이즈와

같이 넓은 영역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Gregory L.Baker, Jerry

P.Gollub,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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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구동 진자

강제구동 진자는 진자의 회전축이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진

자이다(Stephen T. Thornton, Jerry B. Marion, 2004). 만약 어떤 계의 무

차원 방정식이 세 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비선형 방정식이라면 카오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강제구동 진자의 무차원 방정식을 유도하자.:

그림 2-1은 단진자가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강제구동 진자이다. 진

자의 회전축을 진폭 , 각진동수 의 외력으로 진동시키면 진자는 회전

축에 작용하는 감쇠력과 중력 그리고 회전축이 진동함으로 인해 발생하

는 관성력의 영향을 받는다(J.M.Knudsen, P.G.Hjorth, 1955). 따라서 강

제구동 진자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incoscos   (2-1)

식 (2-1)에서    은 각각 단진자의 질량, 줄의 길이, 중력가속도,

감쇠 상수이다. 식 (2-1)을 무차원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 식 (2-2a),

(2-2b), (2-2c), (2-2d), (2-2e)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2)와 같이 무

차원 방정식이 된다(김상윤, 1998).

[그림 2-1] 강제구동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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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a)

 (2-2b)

 (2-2c)

  (2-2d)

 (2-2e)







sincoscos   (2-3)

식 (2-3)의 무차원 방정식에서 세 번째 항인 sin와 네 번째 항인

 coscos는 비선형 항이며, 변수가  


 와 같이 3개이므로 외

력의 무차원 진동수에 해당하는 , 외력의 무차원 진폭에 해당하는 , 무

차원 감쇠력에 해당하는 에 따라 비주기 운동과 주기 운동이 나타난다.

실험에서는 세 개의 계수 중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인 만 증가시켰을 때

진자의 운동을 주기 운동과 비주기 운동으로 구분하기 위해 진자의 운동

을 촬영한 후 트래커로 분석하여 초기 조건의 민감성, 각속도 그래프와 위

상공간 그리고 푸앵카레 단면 분석 그리고 푸리에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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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장치

1. 고속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고속 카메라의 가격이 저렴해져서 교육 현장에서도 고

속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일반 카메라(프레임율 30fps)로 촬영하기 어려운 운동들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Michael Vollmer, Klaus-Peter

Möllmann, 2011).

실험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그림 2-2과 같이 카시오의 엑슬림 FC200S

이다. 이 카메라의 프레임율은 28～1,000 fps이며, 노출시간은 

s

이다. 기록 크기는 프레임율이 커질수록 표 2-1과 같이 작아지지만, 화

소수는 프레임율과 상관없이 조절 가능하다.

[그림 2-2] 카시오 엑슬림 FC200S

[표 2-1] 카시오 엑슬림 FC200S의 프레임율별 기록 크기

프레임율 ( fps) 기록 크기

28 ×, ×

120 ×

240 ×

48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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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구동 진자

진자의 회전축을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기 위해 그림 2-3과 같이 DC

모터와 감속기, 직류전원장치, 레일 베어링을 이용하여 강제구동 진자를

제작하였다.

DC 모터는 입력 전압에 비례하여 모터 축의 회전 진동수와 출력이 커

진다. 본 실험에서는 출력이 크되 회전 진동수가 작은 모터가 필요하므

로 DC 모터에 감속기를 달았다. 실험에 사용한 DC 모터는 SPG사의

S8D40-24A로 0～24V의 전압에서 작동하며, 특히 24V에서 회전 진동수

는 rpm이다.2) 한편 감속기는 동일 회사의 S8kA30B로 감속 비율은

  이다.3)

세계과학사의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모터의 입력 전압을 조절하였

고, 여러 번의 사전 실험을 통해 입력 전압에 따라 모터 축의 회전 진동

수를 측정하였다.

모터 축의 원운동을 수평방향의 진동으로 바꿔주기 위해 THK사의

레일 베어링(RSR 9KM) 3개를 사용하였다.4) 그 외 진자와 레일 베어링

을 연결하는 브라켓, 진자 몸체는 서울대학교 공작실에 의뢰하여 제작하

였고, 도면과 견적서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 ⒝

[그림 2-3] 강제구동 진자 사진과 모식도

⒜강제구동 진자 사진 ⒝강제구동 진자 측면 모식도

2) http://www.motormart.co.kr/goods_detail.php?goodsIdx=871

3) http://www.motormart.co.kr/goods_detail.php?goodsIdx=991
4) http://di9966.com/



- 10 -

제작된 강제구동 진자는 식 (2-1)과 달리 물리 진자인데, 물리 진자는

다음의 식과 같이 주기가 동일한 단진자로 여겨질 수 있다(D. Halliday,

R. Resnick, J. Walker, 2011).

  





 





(2-4)

식 (2-4)에서  는 주기,  는 물리진자의 관성모멘트,  은 물리진

자의 질량,  는 물리진자의 회전축에서 질량중심까지 거리이고,  은

단진자의 회전축에서 진동중심까지 거리(이하 진동중심 거리),  는 중

력가속도이다.

진동중심 거리인 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4와 같이 외력이 없을 때

물리진자의 감쇠운동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은 트래커로 분석하여

주기 를 측정하였고, 식 (2-4)에 의해 진동중심 거리를 구하였다.

[그림 2-4] 강제구동 진자의 감쇠진동



- 11 -

그림 2-4에서 물리 진자는 감쇠진동을 한다. 감쇠력이 각속도에 비례

하다고 할 때 진자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D. Halliday, R.

Resnick, J. Walker, 2011).





 


 sin   (2-5)

각변위가 이하의 경우엔 sin를 로 근사할 수 있으므로 식 (2-5)

는 다음과 같다.







   (2-6)

위 식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cos′ (2-7)

여기서 ′은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변수이다.

′










식 (2-7)에서 진폭이 초기 값의 반으로 줄어들 때 시간을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이 식을 통해 감쇠상수 b는 0.0106 Nsm이였다.






 


(2-8a)

 


ln (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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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강제구동 진자의 물리량

강제구동 진자 물리량 측정값

진자의 질량  0.986 kg

진자의 길이  0.300 m

진자의 주기  0.868 s

진자의 고유 진동수  7.24 Hz

진자의 진동 중심 거리  0.171 m

감쇠상수  0.0106 Nsm

외력의 진폭  0.165 m

외력의 무차원 진폭  0.966

무차원 감쇠력  0.0487

제작된 강제구동 진자의 몸체 크기는 가로 60 cm , 세로 80.5 cm , 높

이 20.5 cm이며, 이 진자의 물리량은 표 2-2와 같다.

모터의 축이 한 번 회전하는 동안 진자의 회전축이 수평으로 한 번 진

동하므로, 모터의 회전 진동수와 진자 회전축의 진동수가 같고, 이는 식

(2-1)의 외력의 진동수 와 같다. 이 값을 측정하기 위해 진자의 회전축

에 고무찰흙과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좌표축을 만들어 붙였고, 진동 중

심 거리엔 노란 점을 붙였다. 촬영한 비디오를 트래커로 분석할 때 회전

축의 좌표축과 진자의 노란 점을 각각 추적하여 외력의 진동수와 진자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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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방법

1. 비디오 촬영

카오스 진자가 운동하는 평면과 카메라가 촬영하는 평면이 나란하도록

카메라에 그림 2-4와 같이 격자를 붙이고, 삼각대를 조절하여 평면 정렬

을 하였다. 여러 번의 사전 실험을 통해 진자의 운동에 알맞은 프레임

속도를 결정하였다. 주로 28～240 fps로 촬영하였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자의 초기 각도, 초기 각속도

를 조절해야 하는데, 초기 각속도는 외력의 각속도와 진자의 초기 각도

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 각도만 90°, -90°로 하였다. 직류전원

장치의 전압을 2 V에서 15 V까지 1 V씩 증가시키면서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를 0.06731에서 0.9710으로 변화시켰다. 위상공간에서 끌개의 성질

을 알아보기 위해 진자가 운동을 시작한 후 약 50주기부터 고속 카메라

로 촬영하였다.

[그림 2-5] 고속 카메라 화면에 붙인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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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분석

촬영한 비디오는 트래커(Tracker)와 엑셀(Exel)를 사용하여 표 2-3

의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표 2-3] 트래커에서 촬영된 카오스 진자 운동 분석 순서도

기본 설정
-분설할 프레임 구간 설정, 프레임율 설정

-축 설정 및 길이 교정

↓

질점 A 자동추적과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계산

-진자의 회전축을 질점 A로 자동 추적함.

-질점 A의 위치-시간 그래프를 통해 진자 회전축

의 주기를 계산함.

-진자 회전축(=외력)의 각진동수,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를 계산함.

↓

질점 B 자동추적과

무차원 변수 정의

-진자의 노란점을 질점 B로 자동 추적함.

-각의 단위는 라디안으로 바꾸고, 무차원 시간

  와 무차원 각속도 


 





를 정의한다.

↓

좌표축 변환과

그래프 그리기

-좌표축을 질점 A로 변환한다.

-질점 B의 각도-무차원 시간 그래프, 무차원 각속

도-무차원 시간 그래프, 위상공간을 그린다.

↓

스펙트럼 분석
-질점 B의 무차원 각속도-무차원 시간 그래프를

스펙트럼 분석함.

↓

푸앵카레 단면

그리기

-질점 B의 시간, 각도, 각속도 값을 엑셀로 내보내

기를 한 후, 외력의 주기로 질점 B의 각도, 각속

도 값을 추출하여 위상공간 그래프를 그림.

↓

운동 분석하기

-질점 B의 각도-시간 그래프,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분석, 스펙트럼 분석을 바탕으

로 진자의 운동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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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석할 프레임 구간을 설정하고, 프레임율을 촬영한 값(28～240

fps)로 변경하였다. 트래커는 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므로, 좌표

축을 -90°회전시켰다. 진자 몸체의 가로 길이가 60 cm임을 이용하여 길

이 교정을 하였다.

진자의 회전축을 먼저 질점 로 추적하였다. 질점 의 위치-시간 그

래프(y-t 그래프)를 통해 외력의 주기와 외력의 진동수를 계산하고, 외력

의 진동수를 진자의 자연 진동수로 나누어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를 계산

하였다.

다음으로 진자의 진동중심에 붙인 노란 점을 질점 로 추적하였다. 각

물리량을 무차원화 하기 위해 각도는 라디안으로 변경하였다. 시간과 각

속도를 무차원하기 위해 트래커의 ‘정의’ 메뉴에서 무차원 시간은 

로 무차원 각속도는 


 





로 정의하였다.

강제구동 진자는 진동하는 가속계에서 운동하므로 ‘좌표’ 메뉴에서 기

준틀을 질점 A로 바꾸었다. 질점 A의 좌표계에서 질점 B의 각도-무차

원 시간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무차원 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그래프를

그렸다.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를 트래커의 스펙트럼 분석 기능을 사용하

여 푸리에 분석을 하였다. 푸리에 분석에서는 특히 피크 진동수, 스펙트

럼 모양을 분석하였다.

푸앵카레 단면는 질점 B의 무차원 시간, 각도, 무차원 각속도 값을 엑

셀로 내보내어 그릴 수 있다. 엑셀에서 질점 A의 무차원 주기로 질점 B

의 각도, 무차원 각속도 값을 추출한 후 위상공간을 그렸다.

진자의 운동은 질점 B의 각도-무차원 시간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무

차원 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스펙트럼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에 따라 진자의 운동이 달

라지므로, 위 과정은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별로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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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1.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별 진자의 운동

외력의 무차원 진폭 는 0.957, 무차원 감쇠력 가 0.0487, 진자의 초

기 각도를 90°로 하였을 때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를 0.06731에서

0.9710으로 변화시키면서 오랜 시간 이후의 진자의 운동인 끌개를 무차

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리에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의 유무에

따라 주기 운동과 비주기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위상공간에서는 끌개의 모양이 폐곡선인가 아닌가에 따라 주기 운동과

비주기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끌개의 모양이 폐곡선인 경우엔 끌개

의 모양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분석하였다.

푸앵카레 단면을 통해서는 수렴되는 점의 수를 비교하였다. 주기 운동

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반면 비주기 운동에서는 여러 개의 점이

나타나 수렴하지 않는다.

끝으로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를 푸리에 분석하여 피크 진동수의

수와 값, 스펙트럼 모양을 분석하였다. 주기운동에서는 불연속 모양의 스

펙트럼이 나타난 반면 비주기 운동에서는 연속적인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또한 피크 진동수의 값과 수가 외력의 진동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끌개의 모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에서 끌개의 모양, 푸앵카레 단면

에서 수렴하는 점의 수, 푸리에 분석을 통해 강제구동 진자는 외력의 무

차원 진동수에 따라 0.06731～0.2789, 0.2789～0.4092, 0.4092～0.6363,

0.6363～0.9710 영역에서 서로 다른 운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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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가 0.06731에서 0.2789일 때 실험 결과는 그림

2-6와 같다. 그림 2-6⒜의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각속도의 진

폭은 거의 0이다. 그림 2-6⒝의 위상공간, 2-6⒞의 푸앵카레 단면에서

끌개는 모두 원점으로 수렴한다. 이것은 진자의 축이 수평으로 진동하지

만 수평방향으로 진동하는 가속도계에서는 진자가 상대적으로 정지한 상

태(stationary state)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태, 1998) 각속도의 값이

거의 0이므로 푸리에 분석은 하지 않았다.

⒜ ⒝

⒞

[그림 2-6] 가 0.06731에서 0.2789일 때 진자의 운동 분석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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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가 0.2789에서 0.4092일 때 실험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의 무차원 각속도 그래프에서 끌개의 운동은 일

정한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기 운동이다. 그림 2-7⒝

의 위상공간은 두 번 꼬인 폐곡선을 보이며, 그림 2-7⒞의 푸앵카레 단

면은 하나의 점에 수렴하였다. 그림 2-7⒟의 푸리에 분석 결과 외력의

진동수인 0.366 Hz와 이것의 3배인 1.101 Hz에서 피크를 보였다. 이는

위상공간의 끌개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푸리에 분석 결과 두 개의 진동수

에서 피크가 나타난다(Herbert Goldstein, Charles Poole, John Safko,

2002).

⒜ ⒝

⒞ ⒟

[그림 2-7] 가 0.2789에서 0.4092일 때 진자의 운동 분석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리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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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가 0.4092에서 0.6363일 때 실험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의 무차원 각속도 그래프에서 끌개의 모양은 삼

각함수이다. 그림 2-8⒝의 위상공간은 타원 모양의 폐곡선이 나타났고,

그림 2-8⒞의 푸앵카레 단면은 하나의 점이며, 그림 2-8⒟의 푸리에 분

석 결과 외력의 진동수와 동일한 0.5695 Hz에서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위상공간의 끌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푸리에 분석 결과 한 개의 진동수에

서 피크가 나타난다(Herbert Goldstein, Charles Poole, John Safko,

2002).

⒜ ⒝

⒞ ⒟

[그림 2-8] 가 0.4092에서 0.6363일 때 진자의 운동 분석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리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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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가 0.6363에서 0.9710일 때 실험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의 각속도 그래프는 매우 불규칙한 여러 삼각 함

수가 중첩되어 일정한 부분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림2-9⒝의

위상공간과 그림 2-9⒞의 푸앵카레 단면 또한 매우 불규칙한 모양이다.

그림 2-9⒟의 푸리에 분석 결과 외력의 진동수에서 뿐만 아니라 외력의

진동수의 1/3과 2/3에서 피크가 보이며, 넓은 구간에서 스펙트럼이 나타

났다. 외력의 진동수의 1/3과 2/3에서 피크가 보인다는 점에서 카오스

운동의 징후에서 관찰되는 유사조화 공명(subharmonic response)으로 볼

수 있으나 푸앵카레 단면에서 점이 유한개로 수렴되지 않는 점과 각속도

그래프에서 주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이것은 비주기적 운동이다

(Herbert Goldstein, Charles Poole, John Safko, 2002).

⒜ ⒝

⒞ ⒟

[그림 2-9] 가 0.6363에서 0.9710 진자의 운동 분석 그래프

⒜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리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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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 각속도-시간 그래프, 위상공간에서 끌개의 모양, 푸앵카레 단면

에서 수렴하는 점의 수, 푸리에 분석을 통해 강제구동 진자는 외력의 무

차원 진동수에 따라 0.06731～0.2789 영역에서는 정지상태, 0.2789～

0.6363 영역에서는 주기운동, 0.6363～0.9710 영역에서 비주기 운동이 관

찰되었다. 특히 주기 운동인 0.2789～0.6363 영역에서는 끌개가 비대칭이

고 푸리에 분석을 했을 때 피크 진동수가 2개인 0.2789～0.4092영역과 끌

개가 대칭이고 푸리에 분석을 했을 때 피크 진동수가 1개인 0.4092～

0.6363 영역이 나타났다.

2. 초기 조건의 민감성

동일한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에서 진자의 초기 각도를 90°, -90°로 바

꾸었을 때 약 50주기 이후 위상공간에서 끌개의 모양을 분석하여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살펴보았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은 초기 조건이 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운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카오스의 대표

적인 특징이다. 앞서 실험을 통해 정지 상태가 나타났던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확인하였

다. 특히 비주기 운동이 나타난 외력의 무차원 진동수가 0.6363～0.9710

영역에서는 2개의 진동수에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는 표 2-4와 같다. 가 0.3036, 0.4412 일 때, 즉 주기운동이

관찰된 구간에서는 초기 각도에 상관없이 끌개의 모양이 같았다. 가

0.6814, 0.8087일 때, 즉 비주기운동이 관찰된 구간에서는 초기 조건에 따

라 끌개의 모양이 다르다. 즉, 가 0.3036, 0.4412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

을 보이지 않으므로 주기 운동이지만, 가 0.6814, 0.8087일 때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주기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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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트래커에서 촬영된 카오스 진자 운동 분석 순서도

초기각도


90° -90°

0.3036

0.4412

0.6814

0.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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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커플 진동에서 표준 진동수와 진자의

관성모멘트 영향

제 1 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커플 진동은 공학적,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이다.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진자가 서로 연결되면 진자 간에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

문에 복잡한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를 표준 좌표(Normal coordinate)에

나타내면 하나의 표준 진동수(Normal frequency)로 진동하는 표준 모드

(normal mode)로 나타낼 수 있다(H. J. Pain, 2005).

커플 진동에서 표준 진동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몇몇 연구가 있었다.

두 진자가 서로 같을 때 평형점과 표준 진동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M. Maianti, S. Pagliara, G. Galimberti, 2009), 초기 조건에 따라 대칭

모드(symmetric mode)와 반대칭 모드(antisymmetric mode)를 관찰하고

표준 진동수를 측정한 연구(Picciarelli, V., Stella, R., 2010), 핸드폰의 가

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용수철에 직접 핸드폰을 매달아 커플 진동을 분석

한 연구가 있다(Kuhn, J., Vogt, P., 2012; Castro-Palacio, J. C.,

Velázquez-Abad, L., Giménez, F., Monsoriu, J. A., 2013). 한편 길이가

다른 세 진자가 서로 자석으로 연결되어 커플 진동할 때 공명 현상을 통

해 표준 진동수를 분석한 연구(Li, A., Zeng, J., Yang, H., Xiao, J.,

2011), 길이가 다른 두 단진자가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었을 때 표준 진

동수를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Haine, J., 2010).

본 연구는 두 물리 진자가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커플 진동하는 경

우에 한 진자만 관성모멘트(moment of rotational inertia)를 변화시켰을

때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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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플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 관계 유도

두 진자가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커플 진동할 때 두 진자의 관성모

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유도는 다음과 같다: 먼

저 그림 3-1에 추와 막대로 이루어진 한 진자가 용수철에 의해 다른 진

자와 연결되어 서로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계를 나타내었다. 두 진자의

질량이 같고 질량 중심과 관성모멘트가 서로 다를 때 진자의 운동방정식

은 식 (3-1)과 같다(D. Halliday, R. Resnick, J. Walker, 2011) 이 식에

서 진자는 작은 각도에서 움직이므로 sin ≈ 로, 두 진자의 평형점은

로, 그리고 두 진자는 같은 평면 내에서 운동한다고 가정하였다.


   

      


   

       (3-1)

식 (3-1)에서       는 각각 진자의 관성모멘트, 질량중심, 질

량, 평형점에서 각도, 중력상수, 용수철 상수, 회전축에서 용수철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첨자는 진자 1과 2를 나타낸다.

[그림 3-1] 용수철에 연결된 커플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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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의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

   
라고 두면(Haine, J., 2010;Keith R. Symon, 1971), 다음과 같다.

  
 

   
 

  

 (3-2)

여기서    는 단지 편리하게 표기하기 위한 임시적인 상수

이다.


 


 

 


 
  


 
 



식 (3-2)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식 (3-3)에서 A가 양수이면 두 진자는 대칭 모드 즉 위상이 맞는 상

태(in phase)가 되며, A가 음수이면 두 진자는 반대칭 모드 즉 위상이

어긋난 상태(out phase)가 된다(Grant R. Fowles, George L. Cassiday,

1999).

식 (3-3)에서 구한 해를 식 (3-2)에 대입하면 표준 진동수는 식 (3-4)

와 같이 된다. 이 식에서 제곱근의 부호가 양이면 대칭 모드   , 음이면

반대칭 모드 의 표준 진동수가 된다.

  
 

 
± 


 (3-4)

여기서  는 단지 편리하게 표기하기 위한 임시적인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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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 진자는 추와 막대로 이루어진 물리 진자이므로, 진자의

질량중심 과 관성모멘트 는 다음과 같다(D. Halliday, R. Resnick, J.

Walker, 2011)

 

 × ×
(3-5a)

     (3-5b)

  



 




 
 (3-5c)

여기서 아래 첨자 과 은 막대와 추를 의미하며, 은 질량, 은 회전

축에서 질량중심까지 거리,   는 관성모멘트, 추의 반지름, 추의 높이

를 의미한다.

그림 3-1의 커플진자에서 두 진자 중 한 진자의 추 거리(회전축에서

추의 질량중심까지 거리)를 변화시키면 그 진자의 질량중심과 관성모멘

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식 (3-5a)에서 본 바와 같이 추 거리인 가 바뀌

면 그 진자의 질량중심 이 바뀌고, 식 (3-5b), (3-5c)에서 본 바와 같이

추 거리가 바뀌면 진자의 관성모멘트 가 바꿔져 식 (3-4)의 표준 진동

수도 따라서 바뀌게 된다. 한 진자의 추 거리로 인해 두 진자의 커플 진

동이 달라지므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를 로 정의하였다. 식 (3-4)

에서 진자의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를 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 식

(3-5a), (3-5b) 및 (3-5c)에서 추 거리 를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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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리한 후 식 (3-4)에 대입하여 식 (3-6)을 유도하였다.

 
 

 
± 


 (3-6)

여기서 는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두었다.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 는 실험의 데이터로써 나타낼 수 있는 양

이다. 그래서 추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실험 조건을 바꿀 때 표준 진동수

는 식 (3-6)에 의해 구할 수 있다.

표준 좌표   는 각각 표준 진동수  , 로 진동하는 서로 독

립적인 좌료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Grant R. Fowles, 1986).

  
    (3-7a)

  ′
     (3-7b)

여기서  ′은 임의의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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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진자가 같을 때 표준 진동수, 일반해, 표준 좌표 유도

식 (3-6)에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와 질량중심이 같아 관성모멘트

비가 1일 때,  이 각각 1과 –1이 되므로 표준 진동수    ,

두 진자의 일반해   및 표준 좌표   는 다음과 같이 된다.


 


(3-8a)


 


(3-8b)

   sin   ′ sin  ′ (3-9a)

   sin   ′ sin  ′ (3-9b)

       sin   (3-10a)

      ′ sin  ′ (3-10b)

여기서 식 (3-9a), (3-9b)에 있는 상수  ′  ′는 초기조건에 의

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식 (3-10b)의 에서 두 진자가 서로 위상이

어긋난 상태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식 (3-9b)의 에서 두 번째 항의

계수를  ′으로 나타내었다.

대칭 모드로 진동할 때 두 진자의 각변위가   이므로, 식 (3-9a),

(9b)는 식 (3-11)과 같이 대칭 모드의 식이 된다(Thornton Stephen T.,

J. B. Marion, 2012).

   sin  ,    sin   (3-11)

반면에 반대칭 모드로 진동할 때 두 진자의 각변위가   이므로,

식 (3-9)은 식 (3-12)와 같이 반대칭 모드의 식이 된다.

   sin  ′,    sin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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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장치

먼저 그림 3-2의 (a)는 직접 제작한 커플 진자 실험 장치이고, (b)는

이 실험장치의 모식도이다. 제작한 진자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 나사 막대, 너트 4개로 이루어진 막대 및 추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나사 막대는 막대를 따라서 미터 나사선이 있으며, 지름이

mm , 길이가 m이다. 추는 지름이 mm , 높이가 mm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원통이다. 추 중앙에 지름이 mm인 나사선 모양의 구멍이

있어서 진자의 질량중심과 관성모멘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진자가 운동

할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일테크의 베어링(608ZZ)을 사용하였고 대략

10주기 동안 진자가 거의 감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베어링 하우징은

베어링과 나사 막대를 연결하는 브라켓으로써, 서울대학교 공작실에서

제작하였다. 두 물리 진자를 지지하는 틀은 티엠테크의 프로파일(profile)

을 사용하였고, 프로파일 끝에는 엔드캡(end cap)을 붙여서 손을 보호하

고, 풋 마스터(foot master)를 연결하여 이동과 고정을 편리하게 하였다.

⒜ ⒝

[그림 3-2] 커플 진자 실험 장치.

⒜ 커플 진자 사진 ⒝ 커플 진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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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의 관성모멘트는 주기를 통해 관성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과 막

대와 추의 관성모멘트를 구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엔 식 (3-13)에 의해 진자가 용수철 없이 작은 각도에서 자유롭게 진동

할 때 주기를 측정하여 관성모멘트를 구한다.







(3-13)

위 식에서 는 주기이고,    는 진자의 관성모멘트, 질량중심,

질량, 중력가속도이다. 이는 Brody와 Reidl Jr 등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

는 방법이다(Howard Brody, 1985;Howard Brody, 2005;Charles J. Reidl

Jr, 1996). 진자의 자유 진동을 28 프레임율로 촬영한 후, 그림 3-3과 같

이 트래커를 통해 주기를 측정하여 표 3-1과 같이 한 진자의 추의 위치

를 달리 하여 관성모멘트를 계산하였다. 이때 추의 위치는 회전축에서

추의 질량중심까지 거리이다.

그림 3-3에서 진자는 약 5 주기 동안 진폭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감쇠 상수는 0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3-3] 진자 1개의 주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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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의 관성모멘트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막대의 관성모멘트와 추

의 관성모멘트를 각각 구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막대의 관성모멘트는 추

없이 막대만 작은 각도에서 자유롭게 진동할 때 주기를 측정하여 식

(3-13)으로 구했다. 추의 관성모멘트는 평행축 정리에 따라 식 (3-5b),

(3-5c)와 같이 구했다(Raymond A. Serway, 2005).

전자의 방법으로 구한 관성모멘트를 측정한 관성모멘트로, 후자의 방

법으로 구한 관성모멘트를 계산한 관성모멘트라고 할 때, 추의 위치(추)

에 따른 관성모멘트는 표 3-1과 같다. 두 관성모멘트의 오차는 1% 이하

인 것을 통해 본 연구는 식 (3-5b), (3-5c)의 방법으로 진자의 관성모멘

트를 계산하였다.

[표 3-1] 회전축에서 추의 위치별 관성모멘트

추의

위치

(m)

측정한

관성모멘트

(kg∙m)

계산한

관성모멘트

(kg∙m)

오차

(%)

0.423 0.322 0.322 0.011

0.473 0.387 0.386 -0.129

0.523 0.459 0.458 -0.285

0.573 0.535 0.537 0.370

0.623 0.623 0.623 0.008

0.673 0.720 0.716 -0.459

0.723 0.819 0.817 -0.276

0.773 0.933 0.924 -0.943

0.823 1.035 1.039 0.470

0.873 1.166 1.162 -0.420

0.923 1.291 1.291 0.003

0.973 1.423 1.427 0.278

1.023 1.574 1.571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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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철은 세원과학사의 인장 용수철을 사용했으며 지름이 mm , 길

이가 mm이다. 커플 진동을 분석할 때,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가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 상수가  Nm인 용수철을 사용하였고, 두 진자의 관

성모멘트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Nm인 용수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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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방법

1. 두 진자가 서로 같을 때 표준 진동수

두 진자가 서로 같은 경우 표 3-2의 순서로 촬영을 하고 표준 진동수

를 구하여 이론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표 3-2] 관성모멘트가 같은 진자의 실험 및 분석 방법

물리량 측정
-회전축에서 추까지 거리 조절 및 측정

-회전축에서 용수철까지 거리 조절 및 측정

↓

평면정렬 -카메라에 격자를 붙여 삼각대를 조절함

↓

초기 조건 설정

및 촬영

-대칭 모드: 두 진자 같은 방향, 같은 각

-반대칭 모드: 두 진자 다른 방향, 같은 각

-맥놀이: 한 진자만 임의의 각

-28 fps로 약 1분 동안 촬영

↓

트래커 분석 기본 설정

-비디오 화면 회전

-분석할 프레임 구간, 프레임율 설정

-좌표축 설정 및 길이 교정

↓

↓

질점A, B

자동 추적

-진자를 각각 질점 A, B로 자동 추적

-진자의 각변위 데이터 내보내기

↓

표준 진동수

분석

회귀 분석

및 계산

-오리진에서 회귀분석.

대칭 모드: 식 (3-11)로 회귀 분석

반대칭 모드: 식 (3-12)로 회귀 분석

맥놀이: 표준 좌표로 나타낸 후 식

(3-10a), (3-10b)로 회귀 분석

-식 (3-8a), (3-8b)를 통해 표준 진동

수를 계산하여 이론값 구함

-표준 진동수의 측정값과 이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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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에서 추의 중심까지 거리를 m , 회전축에서 용수철까지 거리

를 m가 되도록 조절하고 기록하였다.

커플 진자가 운동하는 평면과 카메라가 촬영하는 평면이 나란하도록

카메라에 격자를 붙이고, 삼각대를 조절하여 평면 정렬을 하였다.

대칭 모드는 두 진자의 초기조건으로써 두 진자의 초기 각이 방향과

크기가 같다. 반대칭 모드는 두 진자의 초기조건으로써 두 진자의 초기

각이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다. 맥놀이는 두 진자의 초기 조건으로

써 초기 각이 한 진자만 임의의 각을 가진다. 진자를 실로 고정하여 초기

조건을 조절하였다. 진자의 운동을 28 fps로 대략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촬영한 비디오는 트래커에서 분석하였다. 만약 카메라를 세로방향으로

촬영한 경우엔 비디오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회전하였다. 분석

할 프레임 구간을 정하고, 프레임율을 28 fps로 하였다. 트래커는 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므로, 좌표축을 -90°회전시켰다. 진자 몸체의 가

로 길이가 50 cm임을 이용하여 길이 교정을 하였다. 두 진자를 질점 A,

B로 자동추적한 후 질점 A와 B의 시간별 각변위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였다.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는 그래프 분석 프로그램인 오리진(ORIGIN

2015Ⓡ)을 사용하여 식 (3-11)과 (3-12)에 대해 회귀 분석함으로써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다. 맥놀이는 식 (3-10a), (3-10b)에 근거하여 표준 좌표

로 나타낸 후 동일한 식으로 회귀 분석함으로써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

다. 한편 표준 진동수의 이론값은 식 (3-8a)와 (3-8b)로 계산하였고, 측

정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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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진자가 다를 때의 표준 진동수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가 다른 경우 표 3-3의 순서로 촬영을 하고 표준

진동수를 구하여 이론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표 3-3] 관성모멘트가 다른 진자의 실험 및 분석 방법

물리량

측정

-추거리를 0.423 m에서 1.023 m까지 0.05 m간격으로 변

경함

-회전축에서 용수철까지 거리 측정

↓

평면정렬 -카메라에 격자를 붙여 삼각대를 조절함

↓

초기 조건

설정

및 촬영

-임의의 초기 조건(임의의 각)에서 진자의 운동 촬영

-28 fps로 약 1분 동안 촬영

↓

트래커

분석
기본 설정

-비디오 화면 회전

-분설할 프레임 구간, 프레임율 설정

-좌표축 설정 및 길이 교정

↓

↓

질점A, B

자동 추적

-진자를 각각 질점 A, B로 자동 추적

-진자의 각변위 데이터 내보내기

↓

표준

진동수

분석

실험으로

표준 진동수

구하기

-식 (3-3), (3-7a), (3-7b)에 따라 추 거

리별로 진자의 각변위를 표준 좌표에

나타냄

-표준 좌표에서 주기 5회 측정

-주기의 평균값으로부터 표준 진동수 구함

↓

식(3-6)으로

표준 진동수

구하기

-식 (3-6)에 의해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에 따른 표준 진동수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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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에서 용수철까지 거리를 m가 되도록 조절하고 추거리를

0.423 m에서 1.023 m까지 0.05 m간격으로 변경하며 실험하였다.

커플 진자가 운동하는 평면과 카메라가 촬영하는 평면이 나란하도록

카메라에 격자를 붙이고, 삼각대를 조절하여 평면 정렬을 하였다.

추거리를 바꿀 때마다 임의의 초기 조건에서 진자의 운동을 28 fps로

대략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촬영한 비디오는 트래커에서 분석하였다. 만약 카메라를 세로방향으로

촬영한 경우엔 비디오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회전하였다. 분석

할 프레임 구간을 정하고, 프레임율을 28 fps로 하였다. 트래커는 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하므로, 좌표축을 -90°회전시켰다. 진자 몸체의 가

로 길이가 50 cm임을 이용하여 길이 교정을 하였다.

두 진자를 질점 A, B로 자동추적한 후 질점 A와 B의 시간별 각도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였다.

추 거리별로 진자의 각변위를 표준 좌표에 나타내기 위해 식 (3-3)에

서  을 계산하고, 식 (3-7a), (3-7b)에 대입하였다. 표준 좌표에서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에서 각각 주기를 5회 측정하였다. 측정한 주기

는 평균값을 구하였고, 이 값으로부터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다.

식 (3-6)에 의해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가 0.2에서 1.0으로 증가할

때 표준 진동수를 계산한 후 실험에서 구한 표준 진동수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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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1. 두 진자가 서로 같을 때 표준 진동수

두 진자의 추 거리가 각각 m일 때 초기 조건에 따라 진자의 커플

진동을 촬영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대칭모드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 두

진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초기 조건으로써 각도가 각각   rad,

  rad일 때 커플 진동을 촬영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3-4는 두 진자

의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프이며, 이 그래프에서 점은 실험 데이터, 선

은 식(3-11)로 회귀 분석한 것이다. 표 3-4는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이

표에서 두 진자의 진폭  , 각진동수 , 및 각변위 가 오차범위 내에

서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두 진자가 마치 용수철 없이 자유 진동하는

것처럼 대칭 모드로 진동함을 알 수 있다(Thornton Stephen T., J. B.

Marion, 2012). 식 (3-8a)를 사용하여 계산된 표준 진동수는  rads이

며, 회귀 분석하여 구한 진동수와 비교할 때 오차 범위가  

이였다.

⒜ ⒝

[그림 3-4] 대칭 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프. 여기서 점은

실험값, 선은 실험값을 식 (3-11)에 의해 회귀 분석한 값.

⒜ 진자 1의 경우, ⒝ 진자 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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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ulum 1 Pendulum 2

 rad ± ±

  rads ± ±

 rad ± ±

   

[표 3-4] 대칭 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프를 식 (3-11)로 회귀

분석한 결과.  은 결정계수.

다음으로 반대칭 모드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 두 진자가 정지한 상태

에서 초기 조건으로써 각도가 각각  rad,   rad일 때 커플 진동

을 촬영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3-5는 두 진자의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

프이며, 이 그래프에서 점은 실험 데이터, 선은 식 (3-12)로 회귀 분석한

것이다. 표 3-5는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이 표에서 두 진자의 진폭  ,

각진동수 , 및 각변위 가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용

수철을 사이에 두고 두 진자가 반대칭 모드로 진동함을 알 수 있다

(Thornton Stephen T., J. B. Marion, 2012). 식 (3-8b)를 사용하여 계

산된 표준 진동수는  rads이며, 회귀 분석하여 구한 진동수와 비교할

때 오차 범위가  이였다.

⒜ ⒝

[그림 3-5] 반대칭 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프. 여기서 점

은 실험값, 선은 실험값을 식 (3-12)에 의해 회귀 분석한 값.

⒜ 진자 1의 경우, ⒝ 진자 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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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ulum 1 Pendulum 2

 rad ± ±

 rads ± ±

′ rad ± ±

   

이번에는 임의의 초기 조건에서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 두 진자가 정

지한 상태에서 초기 조건으로써 각도가 각각   rad,   rad일 때

커플 진동을 촬영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3-6은 진자의 각변위가 원점에

서 진동하도록 엑셀에서 평행이동한 후 하나의 그래프에 함께 나타낸 그

래프이다. 여기서 한 진자가 정지하면 다른 진자는 최대 진폭으로 진동

하는 맥놀이(beat)를 볼 수 있다(Thornton Stephen T., J. B. Marion,

2012).

[표 3-5] 반대칭 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각변위 그래프를 식 (3-12)로 회

귀 분석한 결과.  은 결정계수.

[그림 3-6] 맥놀이(beat)에서 두 진자의 각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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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7] 표준 좌표에서 맥놀이 진동을 나타낸 그래프

⒜ 로 진동하는 표준 좌표  ⒝ 로 진동하는 표준 좌표 

두 진자의 각변위를 식 (3-10a)와 (3-10b)에 따라 그림 3-7과 같이

표준 좌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3-7의 ⒜는 대칭 모드의 표준 모드, ⒝는

반대칭 모드의 표준 모드이며, 서로 독립적으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H. J. Pain, 2005). 이 그래프를 식 (3-10a), (3-10b)로 회귀 분석하여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다. 표준 좌표 에서 회귀분석한 각진동수는

 rads이며, 이론값과의 오차 범위는 이었고, 표준 좌표

에서 회귀분석한 각진동수는  rads이며, 이론값과의 오차

범위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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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진자가 다를 때의 표준 진동수

먼저 실험을 통해 표준 진동수와 관성모멘트 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제작된 커플진자 실험 장치에서 회전축으로부터 m의 거리에 용수

철이 있기 때문에, 추 거리를 m에서 m까지 m 간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임의의 초기 조건에서 진자의 운동을 촬영한 후 트

래커를 사용하여 두 진자의 각변위를 얻었다. 식 (3-3)에서  을

계산하고, 식 (3-7a), (3-7b)에 대입하여 두 진자의 각변위를 그림 3-8과

같이 표준 좌표에 나타내었다. 표준 좌표에서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

에서 각각 주기를 5회 측정하였다. 측정한 주기는 평균값을 구하였고, 이

값으로부터 표준 진동수를 구하여 그림 3-9에 점으로 나타내었다.

⒜ ⒝

⒞

[그림 3-8] 추거리가 0.423 m일 때 두 진자의 각변위 그래프

⒜ 진자 1의 각변위 그래프 ⒝ 진자 2의 각변위 그래프

⒞ 표준 좌표에서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의 각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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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준 진동수와 관성모멘트 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식 (3-6)에 의해 이론적으로 표준 진동수를 구하였다. 두 진자 중

한 진자 (진자1)만 추 거리를 m에서부터 m까지 m씩 이동

시키고, 나머지 진자 (진자2)는 추 거리를 m로 고정시켰을 때, 식

(3-6)에 의하여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의 함수로써 표준 진동수를 구

해 그림 3-9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3-9 ⒜는 대칭 모드, 그

림 3-9 ⒝는 반대칭 모드에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에 대한 표준 진

동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관성모멘트 비가 0.2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의 표준 진동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커플 진자에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가 증가하는

것이 마치 단진자에서 진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

이다(L.P. Pook, 2011).

⒜ ⒝

[그림 3-9]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에 따른 표준 진동수 변화

⒜ 대칭 모드 ⒝ 반대칭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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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와 ⒝의 그래프를 보면 식 (3-6)과 실험값이 잘 일치한다.

다만 대칭 모드의 일부분에서 이론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의 Q인자 값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일한 두 진자의 커플 진동에서 반대칭 모드는 질량중심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손실이 적은 반면에, 대칭 모드는 질량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더 크므로 반대칭 모드의 Q인자가 대칭모드보다

더 크다(Haine, J., 2010) 본 실험에서는 표준 진동수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 좌표에서 주기를 5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표준 진동수를 얻

었다. 대칭 모드의 Q인자 값이 작으므로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대칭 모

드의 진동이 소멸되기 때문에 대칭 모드의 표준 진동수는 정확하게 측정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칭 모드에서 표준 진동수의 이론값과 측정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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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카오스 진자의 비주기적 운동 분석

카오스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그래프의 모양으로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선정하였고,

카오스 진자 중 하나인 강제구동 진자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진자에

작용하는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진자의 운동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트래커로 분석하였다. 강제구동 진자는 진자의

회전축을 수평으로 진동시키기 위해 모터, 감속기, 레일 베어링, 직류전

원장치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직류전원장치의 전압에 따라 외력의 진

동수를 조절하였다.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자의 초기 각

도를 90°, -90°로 하고 약 50주기 이후의 운동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

였다. 촬영한 비디오는 트래커에서 각속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으로 나타낸 후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 운동을 분석하였고, 각속도

그래프에 대해 푸리에 분석을 하였다.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가 0.06731에

서 0.2789까지는 초기조건에 민감하지 않았고, 각속도 그래프에서 주기가

발견되었으며, 위상공간에서 끌개의 모양은 점이거나 폐곡선이었다. 푸앵

카레 단면은 모두 한 점으로 수렴하였으며, 푸리에 분석 결과 선 스펙트

럼이 나타났는데, 끌개가 비대칭인 0.2789에서 0.4092에서는 2개의 피크

가 나타났고, 대칭인 0.4092에서 0.6363에서는 한 개의 피크가 나타났다.

0.6363에서 0.9710까지는 초기 조건에 민감하였으며, 각속도 그래프에서

는 주기가 없으며, 위상공간의 궤적은 이상한 끌개와 같이 복잡한 모양

이었다. 푸앵카레 단면의 점들은 수렴하지 않았고, 푸리에 분석 결과 외

력의 진동수보다 더 낮은 진동수에서 피크가 나타났고, 노이즈와 같이

넓은 영역의 스펙트럼이 관찰되었다. 즉 외력의 무차원 각속도가 0.06731

에서 0.2789까지는 주기운동, 0.6363에서 0.9710까지는 카오스 운동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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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카오스에 대해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비선

형 운동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생활의 많은 운동

은 선형이라기보다는 비선형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운동들(등

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등)로 일상생활의 많은 운동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구동 진자를 제작하여 카오

스 운동을 분석하였지만 대류나 난류와 같이 다양한 운동을 초고속 카메

라로 촬영하고 트래커로 각속도 그래프,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리

에 분석을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실제 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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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커플 진동에서 표준 진동수와 진자의 관성모멘트 영향

용수철로 연결된 두 진자가 커플 진동할 때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

와 표준 진동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식을

유도하고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진자의 운동은 카메라로 촬영한 후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인 트래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두 진

자 중 한 진자만 추 거리를 일정하게 변화시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

를 0.2에서 1.0으로 증가시켰을 때 실험을 통해 표준 진동수를 측정하였

다. 또한 기존의 이론에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 비와 표준 진동수의 관

계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하여, 이를 실험에서 구한 표준 진동수와 비교

하였다. 여기서 유도한 식과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하였다. 관성모멘트

비가 0.2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칭 모드와 반대칭 모드의 표준 진

동수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커플 진자에서 두 진자의 관

성모멘트 비가 증가하는 것이 마치 단진자에서 진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귀분석 방법과

두 진자의 각변위를 표준 좌표에 나타내어 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

준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커플 진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본 실험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실험 기구를 제작하여

위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학부과정의 실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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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카오스 진자 부품 구입처 및 거래명세서

일렬

번호
물품명 거래처 금액

1 베어링 대일테크 104,500

2 모터와 감속기 제일모터컴퍼티 68,420

3 진자 몸체 및 가공 삼한박막진공 220,000

4 카오스 진자 조립 삼한박막진공 275,000

합 계 667,920

-거래명세서

1.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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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와 감속기

3. 진자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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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오스 진자 조립



- 54 -

【부록 2】카오스 진자 장치 측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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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커플 진자 부품 구입처 및 거래명세서

일렬

번호
물품명 거래처 금액

1 베어링 대일테크 5,280

2 용수철 3종 세원과학사 6,600

3 폼포드 5T 학생회관 문구 6,900

4 Foot Master, End cap 티엠테크 49,500

5 브라켓 등 가공 삼한박막진공 165,000

합 계 233,280

-거래명세서

1.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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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수철 3종

3. 폼포드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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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ot Master, End cap

5. 브라켓 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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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커플 진자 베어링 하우징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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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대학생을 위한 카오스 진자 실험 메뉴얼

● 카오스 진자(Chaos Pendulum)

1. 목적

- 회전축이 수평으로 진동하는 진자의 운동을 촬영하여 트래커로 분

석한다.

- 진자의 운동을 각속도 그래프, 위상공간, 푸리에 분석을 통해 설

명한다.

- 회전축의 진동수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이론 

1) 카오스, 복잡계

복잡계(complex system)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에

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를 말한

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계는 각 요소의 특성과 다른 새로운 현상

과 질서가 나타나게 된다.

흔히 복잡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계를 구

성하는 요소들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

상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카오스라고 부르며, 불규

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난다. 물리학적으로 카오스 현

상이 나타나는 계는 비선형 운동방정식으로 표현된다. 비선형이라

는 의미는 방정식의 각 항이 비선형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

정식의 풀이는 각 항의 계수인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정 조절변수에서는 초기 조건이 매우 조금만 달라지면 계의 운

동이 시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특성, 즉

초기조건의 민감성이 관찰된다.

복잡하다는 말의 또 다른 경우는 겉보기 현상이 규칙적이지만

구성요소들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 사람들로 이루진

집단이 있다. 개개인의 행동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과 질서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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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 역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계론적 과학은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성을 찾아내려고 했다면 카오스 이론으로 대표되는 복

잡성의 과학은 단순한 구조에서 출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상공간, 푸앵카레 단면, 푸

리에 스펙트럼 분석 등이 있다.

위상공간은 위치와 운동량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운동량은 물

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흔히 위상공간을 위치와 속도로 이

루어진 공간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푸앙카레 단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상공간의 점을 추출하여 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복

잡계의 운동을 위상공간과 푸앵카레 단면에 나타내면 긴 시간 이

후의 운동은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이 끌개(attractor)의 모양

으로 복잡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예로 만약 위상공간에서

끌개가 점이나 폐곡선으로 나타난다면 주기적인 운동을 하였지만,

규칙을 찾아볼 수 없는 패턴이 관찰되었다면 비주적인 운동을 한

것이다. 특히 이 경우를 이상한 끌개(strange attractor)라고 하며

이상한 끌개에서는 프랙탈 구조가 관찰된다.

푸리에 스펙트럼, 혹은 푸리에 분석은 시간에 대한 물리량을 진

동수에 대한 물리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복잡계의 운동에 대해 푸

리에 분석을 하면 불규칙한 운동이 어떤 진동수들의 주기운동의

합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1] 카오스 진자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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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오스 진자

주기적인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단진자이다. 이 단진자의 축을

그림 1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진동하는 비선형항을 추가하면 이 계

는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진자의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비선형 방정식으로 기

술된다.






sin cos cos   (1)

여기서      은 각각 단진자의 질량, 줄의 길이, 중력가속

도, 감쇠 상수, 외력의 진폭, 외력의 각진동수이다. 식 (1)에서 각

항은 순서대로 진자의 가속도항, 감쇠항, 중력에 대한 토크 항, 관

성력의 토크 항으로 볼 수 있다.

3) 비디오 트래커

비디오 트래커는 OSP(Open Source Physics)팀에서 만든 비디

오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의 각 프레임마다 물

체의 궤적을 추적하여 여러 물리량을 표, 그래프, 이미지로 나타낸

다.비디오 트래커는 촬영 프레임율에 따라 프레임간 간격을 조절

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각 축을 원하는 물리량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고, 엑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푸리에 분석 등

데이터 분석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큰 용량의 비디오를 분석할 땐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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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준비물

카오스 진자, 직류전원공급기, 카시오 엑슬림 FC200S,

스크린, 노트북

[그림2] 실험장치 구성도

4. 실험 방법

1) 준비과정

① 카메라에 [그림3]과 같이 격자가 출력된 OHP를 붙인다.

② [그림3]과 같이 카오스 진자가 운동하는 평면과 카메라가 촬영

하는 평면이 나란하도록 삼각대를 조절하여 평면정렬을 한다.

③ 직류전원장치와 카오스 진자를 악어 전선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2) 카오스 진자 운동 촬영

① 직류전원장치를 켜서 전압은 8V로 조절하고 전원을 끈다.

② 카메라의 프레임율을 120fps, 초점 고정으로 설정한다.

③ [그림4]와 같이 확장축을 정렬하고, [그림5]와 같이 진자의 초기

각을 -90°로 한 뒤 직류전원장치의 전원을 켠다.

[그림3] 평면 정렬된 모습 [그림4] 확장축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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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트래커 홈페이지 화면 [그림 7] 트래커 메인 화면

④ 진자의 확장축이 50번(=50주기) 돌고 난 후 10주기 동안 진자

의 운동을 촬영한다.

⑤ [그림4]와 같이 확정축을 정렬한 후, 진자의 초기 각을 90°로

한 뒤 직류전원장치의 전원을 켠 뒤, ④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한다.

⑥ 직류전원장치의 전압을 12V로 조절하고, 카메라의 프레임율을

240fps로 바꾼 뒤 ③~⑤번 과정을 한다.

[그림5] 진자의 초기 조건

5. 분석 방법

① 트래커, 자바(Java), QuickTime 설치 

구글에서 'tracker'로 검색하면 비디오 트래커 홈페이지가 나온

다. 이 홈페이지에서 트래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Xuggle 설치’에 체크하여 같이 설치되도록 한다. 트래커

는 자바, QuickTime이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작동되므로 설치 유

무를 파악한 후 최신 버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엔 트래커 홈페이

지에서 다운 받아 설치한다. 트래커를 실행시키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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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디오나 그림 파일 열기

열기 버튼 이나 ‘파일>열기’에서 비디오 파일(mov, avi,

mp4, flv, wmv 등), 트래커 파일(.trk), 압축된 트래커 파일(.zip)을

선택한다.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파일(.jpg, .gif, .png)도 분석할 수

있다.

③ 분석할 비디오 클립(플레임) 선택

도구 상자에 있는 비디오 설정 버튼 을 클릭한다. 이 창에서

분석할 영상의 시작 프레임, 끝 프레임, 스텝수를 입력한다. 스텝

수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프레임수이다. 프레임 속도는 촬영된 동

영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직류전원장

치가 8V인 경우엔 120fps, 12V인 경우엔 240fps로 촬영하였다.

④ 좌표축의 원점과 각도 조절

좌표축 버튼 을 선택한다. 원점과 x축을 드래그하여 원점과

각도를 조절한다. 그림 8과 같이 본 실험에서는 x축의 각도는

-90°, 원점은 화면 중앙으로 하였다.

⑤ 길이 교정

교정 버튼을 클릭 하여 교정 막대자를 선택한다. 길이를 알

고 있는 물체에 교정 막대자를 드래그 한 후 단위를 빼고 숫자를

기입한다. 본 실험에서는 카오스 진자의 몸체 길이가 0.6 m이므로

그림 8과 같이 0.6이라고 기입한다.

⑥ 물체 추적

새 트랙 버튼 을 클릭 후 질점을 선택한다. 물체의 위치

를 추적하는 방법엔 직접 찾기와 자동 찾기가 있다. 직접 찾기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십자 모양)로 매 프레임마다 위

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프레임은 자동으로 다음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자동 찾기는 ‘질점>자동 찾기’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다. shift

키와 ctrl키를 동시에 눌러 추적할 견본 이미지를 마우스(원형 모

양)로 선택한다.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견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

미지를 자동으로 찾아 물체의 위치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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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좌표 축과 길이 설정 [그림 9] 자동 찾기

본 실험에서는 진자의 축을 질점 A로 자동 추적한 뒤, 진자의

노란 점을 질점 B로 자동 추적한다. 자동 찾기 중 프로그램이 질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뜨거나 잘못된 점을 찾았을 때는

자동 찾기를 정지한 후 직접 찾기로 점을 찾거나 자동 찾기를 재

설정하면 된다.

⑦ 축 이동

‘좌표>기준틀>질점’을 선택하여 좌표계를 질점A로 바꾼다.

⑧ 그래프와 새 변수 정의, 분석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클릭하면 축을 변경할 수 있다. 각속도

그래프는 각속도, 시간으로 위상공간은 각속도, 각도로 그래프 축

을 선택하여 변형한다.

푸리에 분석은 각속도 그래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분석...’을 선택한다. 활성화된 ‘데이터 도구’창의 표나 그래프에서

분석할 부분을 드래그한다. 이때 빈칸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할 경

우엔 분석이 되지 않는다. ‘분석>푸리에 스펙트럼’을 클릭하면 진

동수에 따른 제곱, 코사인, 사인 값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난다.

또한 트래커에서 분석된 그래프는 그래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가능하다.

⑨ 트래커 파일로 저장하기

저장 버튼 을 선택하거나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

하여 확장자가 ‘.trk’인 트래커 파일로 저장한다. 저장된 트래커 파

일은 비디오, 좌표 축, 추적한 데이터, 정의된 물리량 등을 모두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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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보고서

1) 실험 결과

아래의 표에 트래커에서 분석한 그래프를 넣어라.

직류전원장치

전압
8V 12V

초기 조건 -90° 90° -90° 90°

각속도 그래프

위상공간

푸리에 분석

2) 토의

① 식(1)을 유도하여라.

② 트래커에서 좌표계를 질점A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각속도 그래프, 위상공간, 푸리에 분석 그래프를 보고 직류전원

장치의 전압이 8V, 12V일 때 운동을 초기조건의 민감성과 관련

지어 설명하여라.

7. 사용상 주의사항

- 카오스 진자의 직류모터는 40W, 24V이므로 이보다 큰 전압을

걸어주지 않도록 한다.

- 카오스 진자가 운동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 문의 사항은 su1210@snu.ac.kr로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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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대학생을 위한 커플 진자 실험 메뉴얼

● 커플 진자(Coupled pendulum)

1. 목적

- 커플 진자 운동을 촬영한 후 트래커로 분석하여 표준 진동수와

표준 좌표를 찾는다.

- 커플 진자의 임의의 운동을 표준 좌표와 표준 진동수로 나타낸다.

2. 이론 

1) 커플 진자

커플 진자는 두 물리 진자가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서로의 운

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계(complex system)이다. 만약 진자의

운동방정식에 비선형항이 있다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카오

스의 특성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커플 진

자의 운동을 표준 좌표와 표준 진동수로 나타내어 임의의 복잡한

운동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2) 관성모멘트가 같은 커플 진자

아래 그림1과 같이 단진자 2개가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고 하자.

[그림1] 관성모멘트가 같은 커플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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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쇠력이 없다면 진자의 운동방정식은 식(1)과 같다.

sinsinsin

 sinsinsin
(식1)

여기서  는 진자의 관성모멘트,   는 평형점에서 진자의 각

도, 는 용수철 상수, 은 축에서 진자의 질량중심까지 거리이다.

만약   가 작아 sin≅ sin≅ 라면 식(1)은 식(2)와 같이

된다.



 
(식2)

  가 cos  cos라고 가정하고 (식2)에 넣어

정리하면 (식3)과 같이 된다.


 

(식3)

(식3)을 행렬식으로 풀면 (식4)와 (식5)와 같이   의 일반해와

2개의 각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cos′sin cos′sin

 cos′sin cos ′sin

(식4)

 





,  





(식5)

만약  가 초기에 0이라면 ′  ′ 가 되므로 (식4)는 (식

6)과 같이 된다.

coscos

 coscos

(식6)



- 69 -

만약   ≠라면    cos가 된다. 즉,

두 진자는 같은 각진동수 , 같은 위상(in phase)으로 운동하는

데, 이것을 대칭(symmetric)이라고 한다.

반면에  ≠라면 cos가 된다. 이

경우 두 진자는 같은 각진동수 로 운동하지만, 반대 위상(out

phase)인데, 이것을 반대칭(antisymmetric)이라고 한다. 여기서 각

진동수  를 기준 진동수(normal mode)라고 한다. 한편

  중 둘 중 하나가 0인 경우엔 맥놀이(beat) 현상이 관찰

된다.

(식6)에서 두 진자의 각을 더하거나 빼면 (식7)과 같이 된다.

  


cos

  


cos

  




 




(식7)

(식7)에서 두 각의 합은 로만 진동하며, 두 각의 차는 로만

진동하는데,  를 기준좌표(normal coordinate)라고 한다. 따라

서 임의의 초기 상태로 움직이는 진자의 운동은 기준좌표로 간단

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비디오 트래커

비디오 트래커는 OSP(Open Source Physics)팀에서 만든 비디

오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의 각 프레임마다 물

체의 궤적을 추적하여 여러 물리량을 표, 그래프, 이미지로 나타낸

다. 비디오 트래커는 촬영 프레임율에 따라 프레임간 간격을 조절

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각 축을 원하는 물리량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고, 엑셀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푸리에 분석 등

데이터 분석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큰 용량의 비디오를 분석할 땐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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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준비물

커플 진자, 카시오 엑슬림 FC200S, 노트북

[그림2] 커플진자

4. 실험 방법

1) 준비과정

① 카메라에 격자가 출력된 OHP를 붙인다.

② 커플 진자가 운동하는 평면과 카메라가 촬영하는 평면이 나란

하도록 삼각대를 조절하여 평면정렬을 한다. (카메라 화면에서

커플진자가 직사각형으로 보이면 평면정렬이 된 것이다.)

③ 카메라의 프레임율은 30fps로 맞춘다.

2) 실험 및 촬영

① 아래의 초기 조건에 따라 진자를 움직여 촬영한다. 이때 진자

가 한 평면에서 운동하고, 초기 각도가 5°이하가 되도록 한다.

- 같은 위상: 두 진자의 초기 각이 서로 같을 때

- 반대 위상: 두 진자의 초기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반대 위상일 때

- 맥놀이: 두 진자의 초기 각 중 하나만 0°일 때

②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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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래커로 분석

① 트래커, 자바(Java), QuickTime 설치 

구글에서 'tracker'로 검색하면 비디오 트래커 홈페이지가 나온

다. 이 홈페이지에서 트래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Xuggle 설치’에 체크하여 같이 설치되도록 한다. 트래커

는 자바, QuickTime이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작동되므로 설치 유

무를 파악한 후 최신 버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엔 트래커 홈페이

지에서 다운 받아 설치한다. 트래커를 실행시키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트래커 홈페이지 화면 [그림 4] 트래커 메인 화면

② 비디오나 그림 파일 열기

열기 버튼 이나 ‘파일>열기’에서 비디오 파일(mov, avi,

mp4, flv, wmv 등), 트래커 파일(.trk), 압축된 트래커 파일(.zip)을

선택한다.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파일(.jpg, .gif, .png)도 분석할 수

있다.

③ 분석할 비디오 클립(플레임) 선택

도구 상자에 있는 비디오 설정 버튼 을 클릭한다. 이 창에서

분석할 영상의 시작 프레임, 끝 프레임, 스텝수를 입력한다. 스텝

수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프레임수이다. 프레임 속도는 촬영된 동

영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모든 동영상

이 기본값인 30fps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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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좌표축의 원점과 각도 조절

좌표축 버튼 을 선택한다. 원점과 x축을 드래그하여 원점과

각도를 조절한다. 그림 3과 같이 좌표계의 원점을 이동시킨다.

⑤ 길이 교정

교정 버튼을 클릭 하여 교정 막대자를 선택한다. 길이를 알

고 있는 물체에 교정 막대자를 드래그 한 후 단위를 빼고 숫자를

기입한다. 본 실험에서는 커플 진자의 가로 길이가 0.5 m이므로

그림 3과 같이 0.5이라고 기입한다.

[그림5] 커플진자의 좌표축과 길이 교정

⑥ 물체 추적

새 트랙 버튼 을 클릭 후 질점을 선택한다. 물체의 위

치를 추적하는 방법엔 직접 찾기와 자동 찾기가 있다. 직접 찾기

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십자 모양)로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프레임은 자동으로 다음 프레임으

로 전환된다.

자동 찾기는 ‘질점>자동 찾기’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다.

shift키와 ctrl키를 동시에 눌러 추적할 견본 이미지를 마우스(원형

모양)로 선택한다.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견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 물체의 위치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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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한 진자를 질점 A로 ‘자동 찾기’한 후 나머지 진자

를 질점B로 ‘자동 찾기’한다. 자동 찾기 중 프로그램이 질점을 찾

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뜨거나 잘못된 점을 찾았을 때는 자동 찾

기를 정지한 후 직접 찾기로 점을 찾거나 자동 찾기를 재설정하면

된다.

⑦ 질점 A의 각진동수 찾기

[그림6]와 같이 질점 A의 각도 그래프에서 주기 T를 측정하여

각진동수를 계산한다.

[그림6] 질점A의 주기
[그림7] 좌표축 원점 이동 후

질점 B의 주기

⑧ 좌표축 원점 이동 후 질점 B의 각진동수 찾기

[그림7]와 같이 좌표축의 원점을 이동한 후 질점 B의 각도 그래

프를 보면서 주기 T를 측정하여 각진동수를 계산한다.

⑨ 트래커 파일로 저장하기

저장 버튼 을 선택하거나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

하여 확장자가 ‘.trk’인 트래커 파일로 저장한다. 저장된 트래커 파

일은 비디오, 좌표 축, 추적한 데이터, 정의된 물리량 등을 모두 포

함한다.

⑩ 초기 조건에 따른 트래커 분석

같은 위상 측정

반대 위상 측정

맥놀이
맥놀이 진동수를 측정하여 와 로부터 계산한 이론값과 오

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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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보고서

1) 실험 결과

초기 조건 진자 1의 각도 그래프 진자 2의 각도그래프

같은 위상

반대 위상

맥놀이

2) 토의

① 진자의 운동이 같은 위상, 반대 위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② 같은 위상, 반대 위상으로부터 각진동수 와 는 얼마인가?

③ 맥놀이 진동수의 측정값과 이론값에 구하여 이로부터 오차를

계산하여라.

④ (선택) 만약 진자의 추를 이동시켜 두 진자의 관성모멘트가 다

를 때 기준 진동수 와 는 어떻게 되겠는가?

6. 사용상 주의사항

두 커플진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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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Non-periodic Motion

for the Chaos Pendulum & the

Effect of Normal Frequency and

Ratio of Moment of Inertia

for the Coupled motion

Sujeong Park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observe the chaotic phenomena and to analyze the

motion, a force - driven pendulum, one of the chaotic pendulum, was

constructed. For data collection, the pendulums’s motion were

recorded by a camera and investigated by tracker which is video

analysis tool. When the non-dimensional angular velocity of the

external force acting on the pendulum is increased, We distinguished

periodic and non-periodic motions through the sensitivity of th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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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and the periodic analysis in the angular velocity graph, the

analysis of the shape of the phase space, the convergence of points

on the Poincaré section and the Fourier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non - dimensional angular velocity of external force is

0.06731 to 0.2789 in static state, 0.2789 to 0.6363 in periodic motion,

and 0.6363 to 0.9710 in chaotic mo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ment of

inertia of two pendulums and the normal frequency when two

pendulums connected by a spring are coupled oscillation, we derive

the equation from the theory and made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data collection, the pendulums’s motion were recorded by a

camera and investigated by tracker which is video analysis tool.

When the two pendulums are equal to each other, the symmetry

mode, the antisymmetry mode and the beat are respectively

photographed and video analyzed. The normal frequencies were

obtained by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experimental data and

compared with the derived equation. When the two pendulum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en the moment of inertia is constantly

changed, the couples oscillation is photographed and video analyzed

under arbitrary initial conditions. Experimental data were expressed in

normal coordinates, we measured the period to obtain the normal

frequency and compared the equation. The equation and experimental

data agreed well. In symmetric and antisymmetric modes, the normal

frequency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the moment of inertia.

keywords : Chaos Pendulum, Non-periodic Motion,

Coupled Pendulum, Normal Frequency, Moment of Inertia.

Student Number : 2013-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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