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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반적으로 말과학(speech science)은 뇌 기관이 아닌 혀, 입술, 비강, 성대, 호흡기

관 등과 같은 주변적 기관들이 언어를 산출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과학

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인간의 조음기관을 통해 생산되는 

말(speech)은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리(sound)이다. 소리는 공기를 매체로 공

기 밀도, 즉 압력의 변화에 의해 조음기관에서 청각기관인 귀에 전달된다. 귀에 전

달된 소리는 청각기관에서의 생리학적 변화(physiological changes)를 통해 뇌에 전

달된다. 뇌에 전달된 말과 소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 이처럼 말이나 소리가 인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음향학

(psychoacoustics)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과 소리에 관련된 생리학과 심리음향학은 

말과 소리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즉 음향학(acoustics)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다. 음향학은 특히 언어의 산출과 지각뿐만 아니라 음성 분석의 기초가 된다. 제1부

에서는 말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 물리학 또는 기초 음향학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

하고자 한다. 언어병리학 또는 언어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

들이 상대적으로 기초 음향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러한 학생들

이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장을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목

적에서 제1장에서는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와 유도 물리량 및 일과 

에너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초 물리량

현재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리량은 양적 기준에 의해 측정 가능한 단위

로 나타난다. 이 단위를 미터계라고 부른다. 미터계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사

용되고 있고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로 알려져 있다. 이 미터계는 

질량(mass), 길이(length), 그리고 시간(second)의 세 가지 기초 물리량에 의해 측정되

고 MKS는 meter/kilogram/second를 나타내고 cgs는 centimeter/gram/second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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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량

질량(mass)은 물체의 양을 나타낸다. 질량의 단위는 MKS체계에서는 킬로그램이고 

cgs체계에서는 그램이다. 킬로그램은 프랑스 국제도량형국에 아치형 용기 속에 보존

되어 있는 하나의 플래티늄 실린더의 질량을 나타낸다. 종종 질량은 무게와 혼동되기 

쉽다. 한 물질의 무게는 질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만 질량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

다. 무게는 힘을 나타내지만 질량은 물체의 양을 나타낸다. 게다가 질량은 불가피하

게 관성(inertia)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한 물체가 가지는 관성의 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 대상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것의 관성도 크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

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을 나타낸다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1.2 길이

길이(length)는 두 점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를 나타낸다. 길이의 단위는 MKS체계에

서는 미터이고 cgs체계에서는 센티미터이다. 최종적으로 미터에 대한 정의는 1983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국에서 결정되었는데, 빛의 속도는 초당 299,792,458미터

이고 1미터는 진공 상태에서 1/299,792,458초 동안 빛의 이동 거리이다. 길이를 나타

낼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인치인데, 1인치는 2.54 cm이고 1피트는 0.3048미터이다. 

미터체계에 있어 길이는 그리스어로 표기되는 접두어로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한다. 

과학적 표기법을 사용하는 미터 단위계는 <표 1－1>에 나타냈다.

● 과학적 표기법：1~10 미만까지의 적당한 한 수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것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100을 1.1×103으로 표현하고, 0.011을 1.1×

10－2으로 표현한다. 3억 2,700만(327,000,000)은 3.27×108으로 표현되고 0.000042

는 4.2×10－5으로 표현된다. 과학적 표기법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에서 사용하는 일

반적인 대수법칙을 따른다. 

1.3 시간

역사적으로 시간(second)은 평균 태양일의 1/86,400으로 정의되었으나 1967년에 세

슘(Cs)－133 원자시계로부터 나오는 특정 마이크로파가 9,192,631,770번 진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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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었다.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그리고 1분이 60초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는 8만 6,400초가 된다. 그러므로 1초는 하루의 1/86,400이 된다. 

2. 유도 물리량

유도 물리량(derived physical quantities)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기초 물리량에

서 파생되어 나온 물리량을 말하며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압력, 그리고 일 등이 포함 

된다.

2.1 변위

변위(displacement)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기준점, 즉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의 

거리의 변화를 나타낸다. 변위에는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direction)의 개념도 포함된

다. 오늘 아침 자동차로 집을 출발하여 동쪽 방향으로 10 km 떨어진 학교로 출근하

표 1－1 그리스 접두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표기법

숫자 과학적 표기법(읽기) 접두사(상징)

1,000,000,000,000 1012(1조) tera(T)

1,000,000,000 109(10억) giga(G)

1,000,000 106(100만) mega(M)

1,000 103(1,000) kilo(K)

100 102(100) hecto(h)

10 101(10) deca(da)

0.1 10－1(10분의 1) deci(d)

0.01 10－2(100분의 1) centi(c)

0.001 10－3(1,000분의 1) milli(m)

0.000001 10－6(100만 분의 1) micro(μ)

0.000000001 10－9(10억 분의 1) nano(n)

0.000000000001 10－12(1조 분의 1) pi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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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일을 끝내고 같은 길로 집으로 돌아 왔다면 거리와 변위를 구할 수 있다. 출

근길에서의 거리는 10 km이고 10 km 동쪽은 변위이다. 그러나 퇴근길을 포함했을 

경우, 거리는 20 km이지만 변위는 0 km가 된다. 왜냐하면 출퇴근에서 기준점에서의 

위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길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스칼라

(scalar)양이라 하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을 벡터(vector)양이라고 한

다. 그러므로 유도된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는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스칼라

는 시간, 질량, 온도와 같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벡터는 공간에서의 위치

를 표시할 수 있는 좌표계(coordinate system)에서 화살표로 표시된다.  

2.2 속도

속력(speed)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이지만, 속도(velocity)는 단위 시간당 변위의 

양을 말한다. 속력은 크기만을 가지기 때문에 스칼라양이지만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므로 벡터양이다. 평균 속력은 다음의 간단한 공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평균 속력(s)＝
거리(d)

시간(t)  (공식 1.1)

위의 공식에서의 s ＝average speed(평균 속력), d ＝distance(거리), 그리고 t ＝

time(시간)을 나타낸다. 한편,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평균 속도(v)＝
변위의 변화량(Δs)
시간의 변화량(Δt)  (공식 1.2)

위의 공식에서 v＝average velocity(평균 속도), 그리스어인 대문자 델타(Δ)는 물리적

인 변화량을 나타낸다. 시간의 순간순간마다 운동하는 각 물체의 변화하는 속도를 순

간 속도(instantaneous velocity)라 하는데, 이것은 평균 속도와 구별되어야 한다. 특

정 기간에서 순간 속도들의 평균값이 평균 속도이다. 순간 속도는 x축이 시간을 나타

내고 y축이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되고 

평균 속도는 특정 기간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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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속도

가속도(acceleration)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벡

터양을 나타낸다. 평균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평균 가속도(a)＝
속도의 변화량(Δv)
시간의 변화량(Δt)  (공식 1.3)

운동 중인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는 양(positive)의 값을 가지지만 속도가 감

소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음(negative)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음의 값을 가지는 가속

도를 감속도(deceleration)라고 부른다. 한편,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motion with constant acceleration)이라고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전제하면 변

위, 속도, 가속도, 시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수학적인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속도에

서 순간 속도를 정의한 것처럼 가속도에서도 유사하게 순간 가속도(instantaneous 

acceleration)를 정의할 수 있다.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그것의 질량이

나 기하학적 성질에 상관없이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한데, 이것을 중력의 가

속도(acceleration of gravity)라고 하며 
9.8 m

s2 로 표현된다.

2.4 힘

힘(force)은 가속도, 질량과 관계있는데, 뉴턴의 제2법칙은 “한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

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net force)에 정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고 설명한다. 

이 운동 법칙을 수정하면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에 각각 비례하고 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ma (공식 1.4)

f는 힘(force), m은 질량(mass), 그리고 a는 가속도(acceleration)를 나타낸다. 질량과 

관성을 가진 한 물체를 가속화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즉, 가속

도를 일으키는 근원은 힘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물체의 속

도와 가속도를 알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고 모르는 힘이 물체에 작용할 경우

에는 물체의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힘을 추측할 수도 있다. 힘이 가속도에 의해 결

정되는 것과 같이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는 벡터양이기 때문에 힘도 크기와 방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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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벡터양을 나타낸다. 힘의 단위는 1 N(Newton)인데 1 kg의 질량을 1 m/s2의 율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 N은 1 kg×m/s2이며 cgs의 단위로

는 dyne을 사용하는데, 1 dyne＝10－5 N이다.

질량에 대한 언급에서 무게를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질량은 관성에 비례하지

만 무게는 질량(m)에 중력 가속도(g)를 곱한 것으로 표현된다. 즉, 질량은 우주의 어

느 곳이나 똑같지만 무게는 중력과 비례하여 중력이 큰 곳에서는 크고 작은 중력에서

는 작아진다. 그러므로 힘을 무게로 표현할 경우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mg (공식 1.5)

이 공식에서와 같이 무게로 힘을 표현할 경우, 힘은 질량에 가속도 중에서 중력가속

도를 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힘이 곧 무게이다”라기보다는 

“무게가 힘 안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힘이 무게보다 더 큰 범위

를 가지기 때문이다. 

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뉴턴의 제3법칙에 표현되는데, 이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즉, 모든 힘(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은 같은 크

기이며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뉴턴의 제3법칙을 보여 주

는 실례들은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인 실례로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로 공을 때리면 

야구방망이를 잡고 있는 손이 아리면서 그 충격을 받는다. 여기에서 야구공을 때리

는 힘이 작용힘이고 손이 느끼는 힘이 반작용힘이다. 뉴턴의 제3법칙은 용수철과 같

은 탄성체를 사용하여 힘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용수철을 늘이거나 압축하면 용수철

이 변형되는데 용수철을 늘어나게 하는 힘을 장력(tension force)이라 하고 압축시키는 

힘을 압축력(compression force)이라 한다. 이 힘들은 용수철 끝에 작용하는 외적 힘과 

같은 크기이며 반대 방향이다. 그러므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늘어난 길이나 압축

한 길이에 비례한다. 이 관계를 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용수철에 작용되는 힘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F＝－kx (공식 1.6)

x는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를 나타내고, k는 용수철 상수이며 음의 부호는 힘이 늘

어나거나 압축되는 용수철의 반대 방향을 나타낸다.



8  ●  말과학

2.5 압력

압력(pressure)은 단위 면적당 힘의 양을 나타낸다. 압력은 스칼라양이고 귀의 고막에 

가해지는 공기압, 자동차나 자전거 바퀴의 공기압, 대기압, 호흡 기관에서의 유체의 

압력, 혈압, 피하주사바늘의 사용, 안압 등과 같이 일상 환경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압력(P)은 다음과 같다.

 압력(P)＝
힘( f )

면적(A)
 (공식 1.7)

공식 1.7에서 A는 면적(area)을 나타내고 MKS에서는 m2이고 cgs에서는 cm2이다. 압

력의 단위는 파스칼(Pa)인데 1 Pa는 MKS에서는 N/m2이고 cgs에서는 dyne/cm2이다. 

그러므로 1 Pa＝1 N/m2＝10 dyne/cm2이 된다. 유체역학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수

학자 파스칼인데 그는 “밀폐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압력의 감소 없이 유체의 모

든 부분에 전달된다”는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다(기초물리학교재편찬위원

회, 2004). 

압력에 대한 앞의 공식은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에 적용되지만 액체와 기체를 통

칭으로 유체(fluids)라고 부른다. 유체의 물리학적 특성은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의 신

체와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액체와 기체에는 많은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이 있지만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액체는 비압축성이지만 기체는 압

축성이며 액체의 밀도가 기체보다 훨씬 큰 반면에 기체의 상태가 액체보다 고온이고 

서로 떨어지기 쉽다(김인묵, 2004). 그러므로 이러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압력을 나타

내는 다른 측정 단위들이 사용될 수 있다.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Patm)으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체의 압력은 부피(V)와 

반비례하는데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 1/V (공식 1.8)

이 공식은 “기체의 부피가 두 배로 증가하면 압력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체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면 압력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피는 다시 물질의 

밀도, 질량과 관계되는데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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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m
p  (공식 1.9)

p는 밀도(density)를 말한다. 공식 1.5를 공식 1.7에 대입하면 압력을 무게를 사용하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
mg
A  (공식 1.10)

공식 1.9를 공식 1.10에 대입하면 압력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된다.

  P＝
Vpg
A  (공식 1.11) 

게다가 이것을 넓이가 A이고 높이 또는 깊이가 h인 직육면체의 공간을 생각하면 V

＝hA가 된다. 그러므로 유체 무게의 압력은 다음과 같다.

 P＝hpg (공식 1.12)

이것은 직육면체의 유체의 압력이지만 모든 형태의 유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압력은 대기압으로 표현되지만 대기압은 항

상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을 나타낼 경우에는 계기압력(gauge pressure, Pgauge)

을 사용하는데, 이 계기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전체압력(Ptot) 또는 절대압력

에 대기압을 뺀 압력을 나타낸다. 

 Pgauge＝Ptot－Patm (공식 1.13)

구멍 난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을 측정할 경우, 측정하는 압력은 계기압력인데 전체압

력과 대기압이 동일하므로 전체압력－대기압으로 계산하면 0이 된다. 유체의 압력은 

혈압계를 사용하여 측정이 된다. 혈압계와 수은기압계에서는 측정 단위로 mmHg를 

사용하고 있는데 760 mmHg가 1대기압(atm)과 같다. 물(H2O)의 높이(수주)를 cm 스

케일로 표시하는 유체압력계의 측정 단위로는 cmH2O가 사용되는데, 1,033 cmH2O

가 1대기압과 같다. 이처럼 1대기압에 대한 수은주와 수주의 차이는 각각의 높이의 

차이에 기인하며 높이의 차이는 그들의 비중량에 반비례한다. 수은의 비중은 대략 

13.55이므로 물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13.55배 무겁고 수은주는 수주의 1/13.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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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기본적으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Pa)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

서는 관습적으로 다양한 압력의 단위들이 사용되고 있다. <표 1－2>에서 현재 관습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압력의 단위들을 파스칼로 정리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기초와 유도 물리량의 단위들은 <표 1－3>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기초와 유도 물리량을 토대로 다양한 다른 물리량을 유도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3. 일과 에너지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란 용어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 시계추의 운동에서

와 같이 시계추가 움직이려면 어떤 곳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에너지의 

특징에 대하여 잘 모르던 시절에는 힘과 에너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했지만 

열역학의 발전과 더불어 힘과 에너지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일의 양을 기술하기 위

하여 에너지란 용어가 1807년 영국의 과학자 영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스코틀랜드의 

열과학자인 랜킨(W. J. M. Rankine, 1820~1872)에 의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만들

어졌다(기초물리학교재편찬위원회, 2004). 에너지란 물질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

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질의 변화가 만들어지면 일도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표 1－2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압력 단위와 파스칼의 관계

관습적인 압력 단위 파스칼

1바(bar, b) 105 Pa＝0.1MPa

1밀리바(mbar, mb) 10－3 bar＝100 Pa＝0.001MPa

1표준 대기압(atm) 101,325 Pa ≒ 0.1013MPa

1수은주 미터(mHg) (101,325/0.76) Pa ≒ 0.1333MPa

1수은주 밀리미터(mmHg)＝10－3 mHg (101,325/760) Pa ≒ 133.3 Pa

1수주 미터(mH2O) 9.80665×103 Pa ≒ 9.807 kPa

1수주 밀리미터(mmH2O)＝10－3 mH2O 9.80665 Pa ≒ 9.807 Pa

1토르(Torr)＝1 mmH2O 133.3 Pa＝0.1333 kPa

1피에즈(pz) 10－3 Pa＝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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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왜냐하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peaks, 2005). 달

리 표현하면 에너지는 한 물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면 일은 그 물체가 행하

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일

일(work)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에 힘을 곱한 것을 말하며,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Fd (공식 1.14)

이 정의에서 만약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없을 경우(d＝0)에는 아무리 

힘을 많이 사용하여도 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공식 1.14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한 힘

은 반드시 물체를 이동시켜야 하며 일에 기여하는 힘은 반드시 변위의 방향에 평행해

야 한다. 즉,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을 한 것이 아

니다. 일의 단위는 MKS에서는 줄(joule)을 사용하고 cgs에서는 erg를 사용한다. 따라

서 1줄은 1 N×m＝1 Kg×m2/s2이고 1 N＝100,000 dynes이고 1 m＝100 cm이므로 

표 1－3 기초와 유도 물리량 측정 단위

물리량 MKS   cgs

길이(length) 미터(M) 센티미터(cm)＝0.01 m

질량(mass, m) 킬로그램(Kg) 그램(g)＝0.001 Kg

시간(time) 초(S) 초(s)

변위(displacement, x) 미터(방향) 센티미터(방향)

속도(velocity, c)
m  

s  
cm  

s 

가속도(acceleration, a)
m  

s2 
cm  

s2 

힘(force, F)
F＝ma

kg×m
S2 

＝Newton(NT)

1 NT＝100,000 dynes

g×cm
S2 

＝dyne(d)

1 dyne＝0.00001 NT

압력(pressure, P)

P＝force/area＝Pascals(Pa)
NT  

m2 
＝1 Pa

dynes
cm2 

, 1 Pa＝10 
dynes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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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은 10,000,000, 즉 107 ergs이다. 일은 크기는 있지만 방향이 없으므로 스칼라양에 

속한다. 

3.2 에너지

에너지(energy)는 역학적, 화학적, 전기적, 그리고 열 에너지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압축된 용수철은 원래의 상태

로 돌아가려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떨어지는 폭포는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

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화약은 폭발을 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가진다. 게

다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데, 휘발유의 주입으로 자동차 

엔진을 구동시켰다면 화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고 댐의 물이 떨

어지면서 발전기를 돌렸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며 손을 비

벼서 손을 따뜻하게 하였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기초물리

학교재편찬위원회, 2004).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운동 에너지(kinetic energy, KE)와 

위치 에너지(potential energy, PE)로 구분된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

는 에너지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

체가 가속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 한 일이 모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따

라서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E＝
1
2

mv2 (공식 1.15)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릴 때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가 이동한 높이 또는 거리는 같은 방

향으로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E＝mgh (공식 1.16)

상자를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떨어

진 상자가 바닥과 부딪혀 마찰력이 생기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김인

묵, 2004).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항상 일정하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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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역학적 에너지(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KE＋PE (공식 1.17)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

고 일정하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화학 에너지는 인간이 먹는 음식물, 휘발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이 화학적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며 음식물의 에너지양은 킬로칼로리(kcal)의 단위로 사용된다. 

에너지양은 열량으로도 불리며 단위 질량당(g) 킬로칼로리로 표현되는데, 1 kcal＝

4,186 J이다.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식물의 열량은 탄수화물이 4.1 kcal/g, 단백

질이 4.1 kcal/g, 그리고 지방이 9.3 kcal/g를 가지며 아이스크림은 2.22 kcal/g, 버터

는 7.2 kcal/g, 초코렛은 5.28 kcal/g, 설탕은 4.00 kcal/g, 그리고 삼겹살은 9.3 kcal/g

를 가진다(김인묵, 2004). 다이어트를 통한 식이요법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의 에너지

양을 확인하여 음식 에너지양을 줄이는 것으로 운동을 하면 섭취된 음식물 에너지 일

부가 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을 통해서 저장된 음식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부르고 빛도 전자기파로서 또 다른 

형태의 전기 에너지이다. 열 에너지는 마찰력과 같이 물체와 표면의 원자나 분자의 

막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온도를 올리는 에너지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국한하여 설명

했지만, 총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모든 에너지 형태에 적용된다. 총에너지는 역학 에

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에너지의 합

이다. 총에너지의 합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 보

존의 법칙이라 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떤 에너지도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

으며 항상 형태만 바뀔 뿐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맺음말

이 장은 말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 물리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장에서

는 기초물리량으로 질량, 길이,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유도 물리량으로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압력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에

너지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에너지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에너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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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서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지만, 한 에너지의 형태

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에너지의 전체 양은 항상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소개하였다. 얼핏 보면 이런 기초 물리학이 말과학이나 음성장애연구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말과학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을 토

대로 말과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거나 연구한다면 이러한 지식들이 얼

마나 유용한 정보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