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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목적

• Vernier Video Analysis를 사용하여 속도가 빨라지는 카트의 위치, 속도 및 시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 운동 그래프를 보고 카트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확장] 다른 물체의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 비디오를 분석할 수 있다.

실험 도입

 물체가 속도를 낼 때 수학을 사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속도가 일정한 

물체보다 끊임없이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경우)

 이 실험에서는 팬 카트의 위치 vs 시간, 속도 vs 시간 그래프에 곡선 추세선을 적용한다. 

그리고 곡선 추세선을 사용하여 운동의 매개 변수를 알 수 있다.

실험 준비물

• Vernier Video Analysis

     

실험 방법

1. 팬 카트의 움직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비디오 창을 크게 만든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비디오와 화면의 그래프, 데이터 테이블 사이의 구분선을 오른쪽으로 끈다.

 ② 화면에서 그래프 및 데이터 테이블을 제거하려면 보기( )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앞으로 가기( ) 및 뒤로 가기( )를 사용하여 팬 카트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이동한다.

3. 팬 카트의 위치를 포인트로 표시한다. 기본적으로 카트의 위치를 표시할 때마다 비디오는 

한 프레임씩 진전한다. 팬 카트의 경우 움직임이 매우 느리게 시작하므로 비디오가 한 

번에 한 프레임 이상의 가속 모션을 하도록 설정하면 분석이 더 빨리 진행된다.

 - 프레임 설정을 변경하려면 고급 비디오 옵션( )을 클릭하고 고급 프레임(Advance Frame)을 2, 5 또는 10 

프레임으로 변경한다.



4. 비디오 도중 팬 카트가 움직일 때 팬 카트의 위치를 표시한다.

 ① 추가( )를 클릭한다.

 ② 팬 카트의 위치를 표시할 곳을 결정한다. (예: 노란색 점)

    (**중요: 위치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하므로 십자형 포인터를 항상 팬 카트의 동일한 위치에 둔다)

 ③ 팬 카트의 선택한 위치에 십자형 포인터를 배치한 다음 클릭하여 첫 번째 점을 추가한다.

    (*참고: 휴대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십자형 포인터를 배치하고 비디오 프레임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팬 카트가 트랙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점을 편집하려면 편집( )을 클릭한다. 편집을 

사용하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참고:　정확한 점을 표시하기 위해 트레일( ) 설정을 해체하여 현재 프레임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을 

숨길 수 있다.)

5. 비디오에서 크기를 설정한다.

 ① 크기( )를 클릭하면 스케일 바와 축이 나타난다.

 ② 비디오의 자(1m)의 끝과 끝이 일치하도록 스케일 바를 드래그한다. 

 ③ 길이의 단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m)

6. 비디오 위에 표시된 첫 번째 점(카트의 처음 위치)으로 축을 이동하여 원점을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출발 위치가 0이 된다.

7. 보기( )를 사용하여 두 개의 그래프를 표시하고 비디오와 데이터 테이블을 숨긴다. 

Vernier Video Analysis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함수로 물체의 x, y 위치를 표시한다. 팬 

카트처럼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x성분의 그래프만 분석한다. 그래프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수직 축 레이블을 클릭한 후 설정을 변경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설정한다.
   ① x위치 vs 시간 그래프

   ② x속도 vs 시간 그래프



실험 결과

1. x위치 vs 시간 그래프를 분석해보자.
① 그래프의 점들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만드는지 생각해보자.

② 그래프 도구( )를 사용하여 그래프에 적합한 곡선 추세선을 추가해보자.

③ 적합한 곡선 추세선 방정식을 기록해보자.

2. x속도 vs 시간 그래프를 분석해보자.
① 그래프의 점들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만드는지 생각해보자.

② 그래프 도구( )를 사용하여 그래프에 적합한 곡선 추세선을 추가해보자.

③ 적합한 곡선 추세선 방정식을 기록해보자.

3. 등가속도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배웠을 것이다.

        and     
 이 두 방정식은 모두 가속도에 대한 변수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다. 두 개의 곡선 

추세선 방정식을 이러한 방정식과 비교하여 각 경우의 가속도() 값을 알아보자.

4. 실험을 통해 얻은 방정식은 팬 카트의  초기속도 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실험과 일치하는지 생각해보자. 

5. 실험을 통해 얻은 방정식은 팬 카트의  초기위치 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실험과 일치하는지 생각해보자.

실험 확장

1. 영상의 축의 원점을 첫 번째 점(카트의 처음 위치)이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시킨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생각해본다.
①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자.

② 방정식의 어떤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2. 등가속도운동을 하는 물체의 비디오를 찾거나 만든다. x, y축에 대한 가속도(), 초기 

속도( ) 및 시간, 위치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