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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물리를 배우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대학의 일반물리학의 초반부까지는 운동하는 모든 물체를 질

점으로 다루며, 일반물리학의 중반부에서 다뤄지는 강체(rigid 

body)의 회전 운동부터는 운동하는 물체를 질점 외에도 크기

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다루게 된다(Walker et al., 

2014). 강체로 취급되는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회

전 운동을 할 때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

을 회전관성 또는 관성모멘트  라고 하고, 이 양은 물체를 이

루는 질점의 질량 요소()와 회전축으로부터 이 질량 요소의 

위치까지의 거리()에 의존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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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낸다. 학생들은 대학의 일반물리학 과정에서 처음 접

하게 되는 이 관성모멘트가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하는 개념을 갖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이찬구, 2007). 

이러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관성모멘트와 연계된 이후의 교과 

내용인 회전동력학이나 강체의 정적 평형, 진자의 진동 운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 내

용은 기계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로봇공학, 우주공학, 의료

공학 등의 역학을 기본으로 하는 공학의 여러 학문 영역의 기초

를 이루므로, 공학계열 대학생들에게는 관성모멘트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그 적용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

반물리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성모멘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연구(정용욱, 2019)와 이의 적용은 절실

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을 1학기 일반물리학 실

험의 역학 관련 실험으로 운영하고 있다(김희경·이봉우, 2019). 

일반물리학은 수학과 더불어 MSC의 주요과목으로 공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성 때문에 많은 공과대학에서는 전공에 진입

하기 전 전공기초 과목으로서 이수토록 한다. 일반물리학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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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oment of inertia experiment apparatu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has been developed, which does not require deformation 
of a sample in order to fix it to the apparatus. This new experiment apparatus was able to experiment with constant-shaped objects 
that did not deform the samples, so that it enabled them for conducting an experiment which is close to an ideal rigid model dealt 
in the general physics course. The new experimental apparatus was easy and accurate in measuring the physical quantity by using the 
experimental principle of physical pendulum. In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the moments of inertia of the six samples, all measurements 
were made to be accurate enough to measure with very small errors within 1%.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o be useful as an 
experiment apparatu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moment of inertia and to prove the formula for moment of inertia. Therefore, 
if the new moment of inertia experiment apparatus developed in this study is used in students' experiments,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greatly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moment of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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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능력 저하는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게 할 만큼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학교육에서 일

반물리학 교육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최근의 입시제도

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다가(문공주·남형주, 2018), 

더욱이 공과대학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기대 신념이 낮은 

연구 결과(강유진·김지나, 2013)는 대학의 일반물리학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원윤재(2011)는 실험실습은 공학교육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이며, 실험실습 교육의 미진함은 이론에 대한 불충분

한 이해와 실제 응용력의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험실습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물리학 과목과 함께 MSC

의 주요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효과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물리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실험의 흥미로운 요소가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기대 신념

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물

리학 실험은 특히 본 연구의 관성모멘트와 같은 매우 중요하지

만 그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의 학습을 실험

으로 꾸며 실험케 함으로써 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좋지 않은 실험 결과는 오히

려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

는 상당히 정확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 장치로 

Fig. 1과 같은 회전운동 실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연세대학

교 일반물리학실험실; 서울대학교 물리학실험; 부산대학교 일

반물리학실험실; 콜롬비아대학교 일반물리학실험실; 중앙대학

교 일반물리실험). Fig. 1의 실험 장치는 회전동력학의 실험 원

리로 관성모멘트를 측정하며, 시료로는 사각추, 원반, 링을 사

용한다. 이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 장치는 학생들에게 회전동력

학을 학습시킬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측정

하는 물리량도 3단도르래의 반지름과 회전체(회전축+시료)를 

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질량 추의 질량, 회전 운동의 각

가속도 또는 질량 추의 병진가속도의 세 양만 측정하면 되어 

실험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데 이 실험 방법은 회전축

의 마찰, 회전 운동 중의 공기 저항, 3단도르래를 감는 실의 두

께와 실의 덧대어 감김으로 인한 모멘트 팔의 변화 등으로 인

해 회전체에 일정한 토크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실험 

원리상으로는 회전체의 등각가속도 운동을 가정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등각가속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전마다 측정

되는 각가속도의 편차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실험에서는 참값과 비교하여 5∼20 % 정도의 꽤 큰 오차가 

발생한다. 

Fig. 1 Experiment of measuring the moment of inertia 
of a ring [12].

한편, 이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이 측정할 시료

를 회전축에 꽂아 얹거나 회전축에 얹은 시료 위에 추가로 쌓아 

얹는 방법으로 회전체를 구성한다. Fig. 1은 링의 관성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축 위에 얹은 원반의 시료 위에 링을 얹어 놓

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축에 시료를 꽂아 얹기 위해서 

원반의 시료에는 Fig. 2와 같이 부득이하게 작지 않은 크기의 

구멍을 내거나 링을 얹기 위한 원형의 홈이 내어져 있다. 

Fig. 2 Disk and square weight as samples of conventional 
moment of inertia experiment apparatus.

또한 시료 중 질점의 물체로 취급할 수 있는 사각추의 경우

에도 Fig. 2와 같이 고정을 목적으로 볼트와 너트가 장치되어 

있고 구멍도 나 있다. 이렇게 시료를 회전 장치에 부착할 목적

으로 시료에 변형이 가해진 것은 관성모멘트 측정의 실험값을 

참값인 이론값과 비교할 때 문제가 된다. 이론값은 식 (1)로 계

산되는데, 대학의 일반물리학 수준에서는 일정한 모양의 시료

에 대해서만 이론적으로 관성모멘트를 계산하는 법을 학습케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변형이 가해진 사각추나 원반의 관성모

멘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참값의 이론값을 제시받지 못한다. 이

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관성모멘트 측정의 실험값을 온전한 이

론값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남형주

공학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202034

또 다른 시료의 하나인 링은 일반물리학의 이론 과정에서 학

습하는 모양과 똑같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링의 관성모멘트를 측정할 때는 회전축에 직접 올려놓을 수가 

없어 Fig. 1과 같이 먼저 회전축 위에 원반을 올려놓고 그 위

에 링을 올려놓아 실험한다. 그래서 링의 관성모멘트는 회전축

과 원반, 링을 합한 회전체의 관성모멘트를 측정한 후 이 값에

서 회전축과 원반을 합한 회전체의 관성모멘트를 빼주는 방법

으로 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링의 관성모멘트의 측정값에는 

회전축과 원반의 관성모멘트 측정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어 온

전히 링의 관성모멘트를 측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일반물리학 실험의 주된 목적이 일반물리학의 이론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해를 높이는 데 있음을 감안하

면, 이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은 일

반물리학의 이론 과정에서 학습하는 중요 시료에 대해 그 관성

모멘트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

나, 실험에서의 꽤 큰 오차와 이론 학습 과정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일정한 모양의 시료가 아닌 점 등은 학생들의 실험에 대

한 만족도를 낮추며, 실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관성모멘트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도 장애 요소가 되고 있

다. 특히, 학생들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실험에 큰 의미를 두고 

기대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홍숙희 외, 2008)를 고려하면, 

이 실험의 꽤 큰 오차는 실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을 개선할 

목적으로 물리진자의 실험 원리를 이용하는 새로운 관성모멘

트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

치는 시료를 실험 장치에 부착할 목적으로 시료에 변형을 가했

던 기존의 장치와는 달리 시료에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은 

일정한 모양의 시료를 실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 측정의 실험값을 일반물리학의 이론 과정에서 학습하

는 일정한 모양의 시료의 관성모멘트의 이론값과 온전히 비교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전의 실험 장치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

은 막대나 구 모양의 시료뿐만 어떠한 모양의 물체도 실험의 

시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 개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의 실험 원리

와 제작 내용을 설명하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물리학의 

이론 과정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모양의 시료에 대한 관성모멘

트 측정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참값의 이론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새로 개발한 실험 장치와 비교할 목적

으로 기존의 실험 장치로도 세 개의 시료의 관성모멘트를 실

험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와 비교를 근거로 새

로 개발한 실험 장치가 기존의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 장치를 

대체하여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 개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

치는 그 측정의 정확성으로 인해 식 (1)의 관성모멘트의 정의 

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 원리 

본 연구에서는 측정할 강체의 시료를 물리진자로 하여 회전

축에 대하여 작은 각으로 진동 운동시키고, 이 운동을 해석하

는 것으로써 시료의 관성모멘트를 알아내는 실험 원리를 사용

하였다. 








 sin

Fig. 3 A physical pendulum. The restoring torque is sin. 
       

강체로 취급할 수 있는 질량  의 물체를 Fig. 3과 같이 회

전축  에 대하여 약 5o 이내의 작은 각으로 변위시켰다가 놓

으면, 그리고 이때 회전축  로부터 물체의 질량중심(center 

of mass, )까지의 거리를  라고 하면, 이 물체에는 회전

축  에 대하여 sin 의 토크가 작용하게 된다. 이 운동에 

대해 회전 운동에 관한 뉴턴의 운동 제 2법칙   을 적

용하면 

sin  



(2)







    『  o 일 때, sin ≈』 (3)

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음(-)의 부호는 토크가 

각도  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물

체의 회전축  에 대한 관성모멘트이다. 이 운동방정식을 풀면 

물체의 진동 운동의 주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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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되고, 이 주기의 식으로부터 관성모멘트  는 

 


 
(5)

가 된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  ,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중심까

지의 거리 , 진동 운동의 주기  를 측정하면 물체의 회전축 

 에 대한 관성모멘트  를 알아낼 수 있다(Serway et al., 

2019).

III.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의 구성과 기본틀의 제작 

본 연구의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는 Fig. 4에서와 같이 여러 

모양의 관성모멘트 측정용 시료, 시료를 달아 물리진자를 구성

하는 기본틀, 기본틀을 걸어 매다는 스탠드, 물리진자의 주기

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포토게이트 타이머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스탠드와 포토게이트 타이머 시스템은 기존

의 여러 일반물리학 실험 종목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이다. 시

료는 일반물리학 이론 교재(J. Walker et al, 2014)에서 학습

하는 모양과 똑같이 질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작은 구, 1차원

의 얇은 막대, 2차원의 링과 원판과 직사각형 판, 3차원의 속

이 빈 큰 구의 각 차원을 대표하는 일정한 모양의 물체이며, 각 

시료는 균일한 질량 밀도로 이루어져 있다. 시료는 설계상으로

는 철로 제작하여 기본틀에 장치한 네오듐 자석에 자성으로 붙

여 고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철이 아닌 소재의 경우에도 

기본틀의 자석 사이에 끼워 자석간의 자력으로 고정시킬 수 있

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기본틀에 고정시킬 수도 있다. 

Fig. 4 Components consisting of the moment of inertia 
experiment apparatus.

Fig. 5의 기본틀은 이 실험 장치의 핵심으로, 베어링 시스템

의 도르래를 이용하여 회전축을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르래는 기본틀의 제일 상단 부분으로, 도르래의 살 부분을 

10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어 버리고, 이 남긴 부분에는 

쇠막대를 꽂아 스탠드에 나란하게 걸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도르래의 중심 양 옆으로는 도르래의 지지대를 두고, 이 지지

대 아래에는 시료를 매달 수 있는 기능의 장치를 부착하였다.  

기본틀 상단의 도르래의 중심은 이후 구성되는 물리진자의 회

전축이 된다. 도르래의 지지대 아래에는 회전축과 나란하게 약 

18 cm 길이의 금속 봉을 장치하고, 이 봉 상에서 자유로이 이

동할 수 있는 직육면체의 두 막대를 평행하게 매달았다. 그리

고 이 평행한 두 막대의 하단 안쪽에는 철제의 시료를 달라붙

게 할 수 있는 자석을 붙여 놓았다. 이렇게 만든 기본틀은 평행

한 두 막대의 간격을 자유로이 벌릴 수 있어 그 사이에 측정할 

시료를 부착하여 물리진자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

은 물리진자 구성 방법은 기본틀에 부착할 목적으로 시료에 어

떠한 변형도 가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일정한 모양의 이상적인 

물체를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Fig. 5 The basic frame in the moment of inertia experiment 
apparatus.

IV. 관성모멘트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 

관성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기본틀의 질량 과 회전축으로부터 기본틀의 질량중심

까지의 거리 을 측정한다. 질량중심은 날카로운 모서

리에 기본틀을 올려놓고 회전 평형을 이루는 점을 찾는 

방법으로 구한다. 

㉯ 기본틀만으로 물리진자를 구성하여 스탠드에 매달고 진

동운동을 시킨 후, 진동주기  를 측정한다. 

㉰ ㉮~㉯의 측정값을 식 (5)에 대입하여 기본틀의 관성모멘

트 기본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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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heoretical calculation for moments of inertia 
of six samples

시료 관성모멘트의 이론값, 이론 

(질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작은 구 

얇은 막대 




원판 




사각판 


  

링 







(얇은 구껍질의) 큰 구 




㉱ 측정할 시료의 질량 와 크기(길이  , 가로 , 세로 , 

반지름 , 안쪽 반지름 , 바깥쪽 반지름 )를 측정하

고 기본틀의 자석에 부착시켜 물리진자를 구성한다. 

㉲ 회전축으로부터 이 시료의 기하학점 중심까지의 거리 

를 측정한다. 시료는 질량 분포가 고르므로 기하학적 중

심이 곧, 질량중심이 된다.

㉳ 식 (6)을 이용하여 기본틀과 시료를 합한 물리진자의 질

량중심 거리 를 구한다. 

  

 
(6)

㉴ Fig. 6과 같이 기본틀과 시료를 합한 물리진자를 스탠드

에 매달아 진동운동을 시키고 진동주기  를 측정한다. 

㉵ ㉱~㉴의 측정값을 식 (5)에 대입하여 이 물리진자의 관

성모멘트 기본시료를 구한다. 

㉶ 기본틀과 시료를 합한 물리진자의 관성모멘트에서 기본

틀의 관성모멘트를 빼서 시료의 관성모멘트 측정값 

시료 를 구한다. 

시료  기본시료  기본 (7)

㉷ 관성모멘트의 측정값을 참값의 이론값과 비교할 목적으로 

식 (1)과 식 (8)의 평행축 정리(parallel-axis theorem)를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이 시료의 관성모멘트의 이론값 

이론을 계산한다. 

    (8)

Table 2는 관성모멘트의 측정값과 이론값 계산에 필요한 여

러 기본 물리량의 측정값과 관성모멘트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것

이다. 각 물리진자의 진동주기는 30회를 측정하여 그 평균을 

기록하였다. Table 2의 마지막 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섯 가지 시료에 대한 관성모멘트 측정값은 모두 1 % 크기이

내의 매우 작은 상대오차를 보였다. 그리고 모두 이론값보다 

크게 측정되어 양의 오차를 보였다. 만일, 질량과 길이의 측정

이 매우 정확하여 이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동주

기가 공기의 저항이나 회전축의 마찰에 의해 이상적인 상황보

다 아주 조금이라도 길게 측정되어질 것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이 측정값이 이론값보다 큰 양의 오차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

겨진다. 

한편, 포토게이트 타이머로 측정하는 물리진자의 진동주기와 

전자저울로 측정하는 질량 측정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값으로 

여겨 오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실험에서 발생할 수 오차

는 식 (5)에 따라 기본틀과 시료의 질량중심 거리를 재는 데서 

발생하는 오차에 기인한다. 만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길이 측정의 오차를 약 ±2 mm라고 가정해 본다면, 실험 

결과에서 +0.312 %로 가장 작은 상대오차를 보였던 얇은 막

(a) (b)

Fig. 6 A setup used to measure (a) the moments of inertia of a disk and (b) a large sphere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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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우는 +0.226 ∼ +0.397 %의 오차를 갖게 되며, 

+0.698 %로 가장 큰 상대오차를 보였던 링의 경우는 +0.317 

∼ +1.081 %의 오차를 갖게 된다. 만일, 실험 결과에 이와 같

은 길이 측정의 오차가 포함된다면 상대오차는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겠지만, 약 ±2 mm의 오차가 실험의 

측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차임을 감안하

면 본 연구의 관성모멘트 측정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큰 구를 속이 빈 얇은 구 껍질로 가정하였지만 실

제는 어느 정도 두께를 갖는 점, 작은 구를 질점으로 간주하였

지만 실제는 크기를 갖는 점과 같이 시료를 이상적인 모양으로 

가정한 것도 또 다른 오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

들은 학생들의 실험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필요에 

의해 충분히 가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오

차의 원인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 실험 장치는 이상의 오차 원인 외에도 회전축의 마찰로 

인한 진동주기의 길어짐과 불규칙성 등이 예상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물리진자의 진동주기의 30회 측정값은 실험마다 

편차가 매우 작아 고르게 측정되었다. 예로 Table 3에 제시한 

기본틀과 원판을 합한 물리진자의 경우를 보면 주기의 평균은 

0.9763 s이고, 표준편차는 0.0001576으로 거의 일정하게 측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회의 진동주기의 측정 이후

에도 물리진자들은 대부분 100회의 진동이 넘어서야 주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회전

축의 역할을 하는 도르래 베어링 부분의 마찰이 측정 중에 무

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물리진자의 진동운동 속력도 느려 

공기 저항도 작게 겪는 것으로 판단케 한다.

이상의 관성모멘트 측정 결과와 오차 논의들을 통해 새로 개

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는 시료의 관성모멘트를 매우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물리학 이론 

과정에서 다루는 일정한 모양의 이상적인 강체와 똑같은 모양

의 시료를 실험할 수 있어 관성모멘트의 이론 학습의 이해를 

Table 3 Measurement of the vibration cycle of the physical 
pendulum combined with the basic frame and the disk

회
진동주기

 (s)
회

진동주기
 (s)

회
진동주기

 (s)

1 0.9766 11 0.9763 21 0.9764

2 0.9763 12 0.9764 22 0.9764

3 0.9762 13 0.9764 23 0.9764

4 0.9762 14 0.9764 24 0.9763

5 0.9764 15 0.9762 25 0.9766

6 0.9763 16 0.9764 26 0.9762

7 0.9763 17 0.9763 27 0.9763

8 0.9761 18 0.9763 28 0.9763

9 0.9757 19 0.9763 29 0.9763

10 0.9762 20 0.9762 30 0.9763

평균 0.9763

표준편차 0.0001576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시료로 사용한 얇

은 막대나 시각판, 큰 구와 같이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

떠한 형태의 물체도 시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은 다양한 

물체를 시료로 실험할 수도 있다. 

다음은 새로 개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와 비교할 목적으로 

Fig. 1의 기존의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점질량의 사각추, 원반, 링의 세 시료에 대해 관성모멘트

를 측정하였다. 관성모멘트의 측정은 다음의 식 (9)를 이용하였다.

실험  


 (9)

여기서,  은 막대도르래를 지나 연직하게 놓인 실에 매다는 

질량 추의 질량이다.  은 회전축에 장착된 3단도르래의 반지

름으로 질량 추에 연결한 실의 한 쪽 끝을 이 3단도르래에 감

아 질량 추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회전축과 시료의 회전체를 회

전시킨다. 그리고  는 회전체의 회전 운동의 각가속도이다. 

Table 2 Measurement values of several parameters and moments of inertia for six samples

값
시료

질량 

(g)

반지름  

(cm)

길이   

(cm)

질량중심 거리   

(cm)

진동주기 
 (s)

관성모멘트  ( ×105 g⋅cm2) 상대오차
(%)시료  이론 

기본틀 202.1 13.9 0.8627 0.519

(질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작은 구 67.0 1.269 23.9 0.9082 0.384 0.383 -0.380

얇은 막대 124.0 57.0 34.9 1.1568 1.85 1.85 -0.312

원판 251.3 10.0 23.9 0.9763 1.57 1.56 -0.361

사각판 37.9 12.0, 6.0 23.9 0.8970 0.223 0.222 -0.379

링 10.7 2.85, 3.26 22.46 0.8710 0.00554 0.00550 -0.698

(얇은 구껍질의) 큰 구 260.8 5.03 23.9 0.9585 1.54 1.5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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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기존의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로 실험한 관성모멘트 

측정 결과이다. 측정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

하게 꽤 큰 오차를 보였다. 특히 상대오차가 큰 질점의 사각추

의 경우는 질점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크기가 큰데도 질점으로 

간주한데 따른 문제도 있지만, 사각추를 회전축에 직접 올려놓

을 수가 없는 장치 구조라 사각추를 올려놓아 함께 측정한 막

대형 트랙의 관성모멘트 측정값의 부정확성도 문제가 된다.  

Table 4 Measurement values of moment of inertia for 
three samples measured by conventional 
moment of inertia experimental apparatus

값
시료

관성모멘트  ( ×105 g⋅cm2) 상대오차
(%)실험  이론 

질점의 사각추
(중심거리 10 cm)

0.280 0.2003 -28.3

질점의 사각추
(중심거리 22 cm)

1.59 1.353 17.2

원반 1.03 0.9234 11.9

링 0.464 0.423 9.79

또한 Table 5와 같이 각가속도 측정에 있어 편차가 큰 점도 

측정 각가속도를 신뢰하기에 곤란한 점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은 각가속도 측정의 큰 편차는 회전체를 회전시키는데 작용하

는 토크가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회전축의 마찰, 회

전체의 공기 저항, 실험 장치의 수평도 등의 여러 복합적인 원

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차가 작

은 원반이나 링의 경우는 사각추보다는 훨씬 고른 값의 각가속

도 측정 결과를 보여 어느 정도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이 실험에서 사용한 원반의 관성모멘트의 이론값은 원반

을 일정한 모양의 시료로 간주한 것인데, 실제는 Fig. 2와 같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어서 이 이론값을 실험값과 비교하는 참값

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링과 사각추의 

관성모멘트 측정은 각각 원반 위에 링을 올려놓고, 또 막대형 

트랙에 사각추를 올려놓고 실험하게 된다. 또한 원반과 막대형 

트핵은 회전축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링과 사각추의 관성모멘

트 측정 결과의 오차가 원반과 막대형 트랙에 의한 것인지, 링

과 사각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전축에 의한 것인지도 규

명하기가 곤란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 보아 기존의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는 꽤 

큰 오차와 일정한 모양의 시료를 실험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오

차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면에서 학생

들이 실험에서 만족도 높은 실험 결과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판

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관성모멘트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Measurement value of angular acceleration of a 
rotating body that combines a square 
weight(distance 22 cm) and a bar-shaped track 
measured by a conventional moment of inertia 
experimental apparatus

회
각가속도 

  (rad/s2)
회

각가속도 
  (rad/s2)

회
각가속도 

  (rad/s2)

1 1.75 11 1.19 21 1.48

2 1.73 12 1.78 22 1.68

3 1.35 13 0.84 23 1.76

4 1.75 14 1.47 24 1.44

5 0.97 15 1.71 25 1.46

6 1.52 16 1.75 26 1.48

7 1.44 17 1.72 27 1.54

8 1.67 18 1.31 28 0.69

9 1.75 19 1.57

10 1.69 20 1.07

평균 1.48

표준편차 0.300

다음에서는 시료의 관성모멘트 측정을 목적으로 한 이상의 

실험과는 달리 관성모멘트의 개념 이해에 목적을 두어 추가의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은 관성모멘트 측정의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가능한 실험으로 기존의 실험 장치로는 거의 불

가능한 실험이다. 이미 앞선 실험 결과의 논의로 새로 개발한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가 매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다음의 실험을 추가로 계획하고 실

험하여 보았다. 이 실험에서는 관성모멘트를 이루는 두 요소인 

질량과 거리에 대해 각각 하나의 양만을 변화시켜가면서 이 변

량과 관성모멘트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질점의 물체에 대

한 다음의 식 (10)의 관성모멘트의 정의식이 유도될 수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10)

실험은 원통 모양의 질량 추를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질점의 물체로 간주하였다. 먼저, Fig. 7의 그래프는 회전축으

로부터 시료의 중심까지의 거리 은 23.9 cm로 고정시킨 채, 

시료의 질량 을 49.6 g에서 248.0 g까지 49.6 g씩 늘려가

면서 5단계로 관성모멘트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관성모멘트  는 시료의 질량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    의 1차 함수로 나타낸 최소제곱법을 이용

하여 구한 추세선의 기울기  은 580인데, 이 값은 회전축

으로부터 시료의 중심까지의 거리 23.9 cm의 제곱을 취한 

571.21 cm2와 약 1.54 %의 작은 오차로 근사하다. 이 두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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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ment of inertia vs. mass in the moment of inertia 
measurement experiments.

길이의 차원으로 비교하면 약 24.1(≃ )와 23.9 cm는 약 

2.0 mm의 작은 오차로 상당히 근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성모

멘트  와 질량 의 비례 관계에서 그 비례상수가 회전축으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의 Fig. 8의 실험은 시료의 질량 은 49.6 g으로 일정

하게 두고, 회전축으로부터 시료의 중심까지의 거리 을 11.9 

cm에서 23.9 cm까지 3.0 cm씩 늘려가면서 5단계의 관성모멘

트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관성모멘트  는 회

전축으로부터 시료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구한 추세선의 기울기 

49.6은 질량의 차원을 갖는 값인데, 이 값이 곧 시료의 질량 

49.6 g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성모멘트  와 회전축으

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의 비례 관계에서 그 

비례상수가 물체의 질량  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Fig. 8 Moment of inertia vs. square of distance to   
in the moment of inertia measurement experiments.

이상의 두 실험의 추세선의 절편은 모두 작지 않은 값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절편은 모두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절

편의 이론과의 차이를 축의 변량으로 환산하면, Fig. 7의 실

험에서는 약 1.08 g이고 Fig. 8의 실험에서는 약 1.55 mm으

로 작은 양의 값임을 알 수 있다. 오차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양

들은 두 실험에서 실제 원통 모양의 추를 시료로 사용하였지만 

질점으로 간주한데 따른 오차와 진자의 공기 저항에 따른 주기

의 길어짐, 질량중심 길이 측정에서의 오차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오차를 위의 추세선의 기울기의 논의에서도 반영

하였어야 하나 이 오차가 충분히 작은데다가 가정과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논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

다.  

이상의 Fig. 7과 8의 실험 결과는 관성모멘트  가 물체의 질

량 과 회전축으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에 

각각 비례하며, 두 물리량의 곱으로 나타내어짐을 말해준다. 

즉, 이 실험으로 식 (10)의 관성모멘트의 정의식을 온전히 증

명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은 기존의 실험 

장치로는 질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각추를 시료로 써서 해야 

하는데, Table 4의 사각추의 실험 결과의 부정확성으로는 해

낼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는 이상에서의 여러 긍정적인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질량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는 장치라는 단점을 갖고 있

다. 그러므로 물체의 질량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구한 관성모멘트의 측정값에 평

행축 정리(parallel-axis theorem)를 역으로 적용하여 구해야

만 한다. 물론, 이런 단점의 이면에는 새로운 장치가 평행축 정

리를 실험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의 면도 있다

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질량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점은 분명 부족한 점이고,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석의 강한 자성으로 시료를 고정시켜 물리

진자를 구성하고, 물리진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성모멘트를 

측정하는 새로운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몇몇 기하학적 형태를 대표하는 

시료들의 관성모멘트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새로 개발한 실

험 장치는 시료들의 관성모멘트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기존의 실험 장치들이 시료를 장치

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시료에 구멍이나 특정한 모양의 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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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가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새로운 장치는 자성을 이용

한 부착으로 시료에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은 일정한 모양의 

이상적인 물체를 실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관성모멘트 측정 

결과를 일반물리학 이론 과정에서 학습하는 일정한 모양의 강

체에 대한 이론 계산 결과와 온전히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새

로 개발한 장치는 관성모멘트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관성

모멘트가 물체의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 물체의 질량중심까지

의 거리의 제곱에 각각 비례하며, 이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정의식을 확인하는 실험에도 유용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이

유로 새로 개발한 실험 장치를 이용한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을 

대학의 일반물리학 실험에 편성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은 매

우 작은 오차의 실험 결과로 실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확한 실험 결과와 관성모멘트의 정

의식 확인 실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성모멘트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새로운 실험 장치는 물체의 질량중심을 지

나는 축에 대해서는 관성모멘트를 측정할 수가 없는 점과 자석

의 자력만으로는 질량이 큰 물체를 부착시키기 어려운 문제점

도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관성모멘트 실험 장치가 보다 

완성도 높은 실험 장치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

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

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장치를 이용한 

관성모멘트 측정 실험을 일반물리학 실험에 정규 편성하여 학

생들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 등을 살펴보는 연구도 후속으로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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