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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3.1 서론

뉴턴의 제2법칙은 질점이 불평형인 힘을 받을 때 가속된다는 것이다. 운동역학은 

불평형 힘들과 이에 의한 운동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제3장에

서는 질점의 운동역학을 연구하게 된다. 이 주제는 이미 배운 역학의 두 가지 부

분, 즉 정역학에서 고찰한 바 있는 힘의 특성과 제2장에서 다루었던 질점의 운동

학에 대한 지식의 조합을 요구한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이들 두 주제를 조합

하고 힘, 질량 그리고 운동을 포함하는 공학문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한다.

운동역학의 문제 해결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접근방법, 즉 (A) 뉴턴의 제2법칙

(힘-질량-가속도의 방법)의 직접적인 적용, (B) 일과 에너지 원리의 이용, (C) 충

격량(impulse)과 운동량(momentum)을 이용하는 해법이 있다. 각 접근방법은 각

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있으며, 제3장은 이러한 세 가지 해법에 따라 몇 개의 편

으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D편에서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적용과 복

합문제를 다룬다. 제3장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기본이 되는 제1

장의 정의와 개념을 다시 주의 깊게 복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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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편 힘, 질량과 가속도

3.2 뉴턴의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기본적인 관계는 식 (1.1)과 같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찾을 수 있

는데, 이러한 관계의 검증은 전적으로 실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힘과 가속도가 정

확히 측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실험에 의하여 뉴턴의 제2법칙에 대

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의 질점은 기본관성계(primary inertial 

system)*에 있으며 단일 힘 F1만을 받는다고 하자. 질점의 가속도 a1이 측정되면 

힘과 가속도의 크기 비 F1/a1의 값은 힘과 가속도 측정에 사용되는 단위에 따라 

어떤 수 C1이 될 것이다. 동일한 질점에 다른 힘 F2를 작용시켜 그때의 가속도 a2

를 측정한다. 이때 힘과 가속도의 비 F2/a2는 C2가 될 것이다.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실험 중 측정에 사용된 단위가 바뀌지 않는 한 작용된 힘과 가속도의 비는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다.

C：상수

상수 C는 변하지 않는 질점의 어떤 성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성질은 속

도의 변화율에 저항하는 질점의 관성이다. 관성이 큰(큰 C값) 질점이라면 가속도는 

주어진 힘 F에 대하여 작아질 것이다. 반면에 관성이 작다면 가속도는 커진다. 질

량 m은 관성의 정량적 척도이므로 C 〓 km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k는 사

용된 단위를 설명하기 위한 상수이다. 따라서 실험적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F 〓 kma (3.1)

여기서 F는 질량 m인 질점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이고, a는 질점에서 발생되는 

가속도의 크기이다. 

이상적인 실험으로부터 유추된 두 번째 결론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작용된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 (3.1)은 벡터 관계식이 되며,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F 〓 kma (3.2)

* 기본관성 좌표계나 천체 좌표계는 공간에서 이동이나 회전이 없는 가상의 기준좌표계이다. 1.2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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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험은 앞서 기술한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수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들은 정밀하게 수행된 수많은 실험으로부터 추론되었으며, 또한 이

상적인 실험의 가설로부터 정확히 예측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검증 중 하나는 식 

(3.2)를 이용하여 행성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관성계

이상적인 실험의 결과는 고정된 기본관성계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이는 기본계

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임의의 비회전기준계를 고려하여 수행한 실험에 

대하여서도 동등하게 성립한다. 2.8절에서의 상대운동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가속

도가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측정된 가속도는 기본계에서 측정된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뉴턴의 제2법칙은 비가속도운동을 하는 시스템에서 동등

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관성계(inertial system)는 식 (3.2)가 성립되는 모든 시스

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실험이 지표면에서 실행되고 지구에 부착된 기준계에 대하여 

측정된다면, 그 결과는 식 (3.2)로부터 구한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된 가속도가 절대가속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며, 이는 지

구의 가속도성분을 보정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정은 지표면 위에

서의 구조물과 기계의 운동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공학문제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이때 지표면에 부착된 기준축에 대하여 측정된 가속도는 절대적인 양으로써 취급

할 수 있으며, 식 (3.2)는 무시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에서 지표면 위에서 수행된 

실험적 측정에 적용시킬 수 있다.*

로켓이나 우주선의 설계와 같은 많은 문제에서 지구의 가속도성분은 주된 관심

사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 뉴턴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

절한 절대가속도성분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1905년까지 뉴턴 역학의 법칙은 수없이 많은 물리학적 실험에 의하여 검증되

었고, 물체의 운동에 관한 한 최종적인 법칙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Newton의 

이론에서 절대적인 양으로 간주되었던 시간의 개념은 1905년 Einstein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이미 

인정되어 왔던 역학법칙을 완전히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상대성 이론은 초기에는 

* 지구의 운동을 무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차의 예는, 지표 위 높이가 h인 곳에서 정지상태로부터 낙

하하는 질점을 들 수 있다. 지구의 회전이 동쪽 방향의 가속도(코리올리 가속도)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즉,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질점은 바로 밑의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다음과 같은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낙하한다.

 

 위도 g인 곳에서 남반구나 북반구에서의 지구의 각속도는 w 〓 0.729(10－4) rad/s이다. 따라서 위도 

45°이고 높이 200 m인 곳에서 동쪽 방향으로의 변위는 x 〓 43.9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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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을 받았으나 실험으로 검증된 지금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게 되었다. 비록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 역학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

으나, 두 이론에 의한 결과의 실질적인 차이는 빛의 속도(300×106 m/s) 근처의 속

도 여부에 따라서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원자나 핵입자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상

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계산을 해야 하며, 이는 과학자나 공학자 모두의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단위계

식 (3.2)에서 k를 단위량 1로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를 뉴턴 제2법칙의 일반

적인 형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1]

k를 1로 취하는 단위계는 운동역학계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운동역학계에서 힘, 

질량, 가속도의 단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4절에서 설명된 SI 단

위계에서 힘의 단위(N)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질량(kg)과 가속도(m/s2)를 곱

하여 유도된다. 따라서 N 〓 kg·m/s2이다. 이 단위계는 힘의 단위가 질량의 절댓

값에 대하여 종속적이므로 절대계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미국통상단위계에서 질량의 단위(slugs)는 힘의 단위(lb)를 가속도 

(ft/sec2)로 나눈 것으로부터 유도된다. 따라서 질량의 단위 slugs 〓 lb-sec2/ft이

다. 이 단위계는 중력으로부터 결정되는 힘으로부터 질량이 유도되었기 때문에 중

력계로 알려져 있다. 

자전하는 지구에 대해 측정할 때에는 상대적인 g값이 사용된다. 해수면상 위도 

45°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g값은 9.806 65 m/s2이다. 매우 

정확한 값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g의 값으로 9.81 m/s2을 사용한다. 자전하

지 않는 지구에 대해 측정할 때에는 g의 절댓값을 사용해야 한다. 위도 45°의 해수

면에서는 절댓값이 9.8236 m/s2이다. 해수면에서 위도에 따른 g의 상대값 및 절댓

값의 변화는 1.5절의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미국통상단위계에서는 위도 45°의 해수면에서 지구자전을 고려한 g의 표준값

은 32.1740 ft/sec2이며,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값은 32.2230 ft/sec2이다.

* 상대성 이론은 기본관성 좌표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속도를 갖는 두 개의 좌표계에서 이루

어진 시간의 측정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로, 이러한 사항에 근거한 상대성 원리는 

27 080 km/h의 속도로 고도 644 km의 원형 극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우주선의 조종사가 

갖고 있는 시계가, 극지에서의 시계와 비교하여 1궤도 회전당 0.000 001 85초만큼씩 늦어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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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질량 단위

SI 단위계와 미국통상단위계 둘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계에 대해 

힘과 질량 단위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단위들은 1.4절에 설명되어 있으

나 뉴턴의 제2법칙을 응용하기 전에 단순한 수치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그림 3.1a에 도시된 자유낙하 실험을 고려해 보자. 지

표면 부근에서 정지된 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는 중량이라 부르는 중력 W

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게 낙하한다. SI 단위계에서 질량 m 〓 1 kg, 무게는 

W 〓 9.81 N이며, 그때의 낙하가속도 a는 g 〓 9.81 m/s2이다. 미국통상단위계에

서 m 〓 1 lbm(1/32.2 slug), 무게는 W 〓 1 lbf이며 발생되는 중력가속도 g 〓 32.2 

ft/sec2이다. 질량 m 〓 1 slug(32.2 lbm)에 대하여, 무게 W 〓  32.2 lbf이고, 가속

도 또한 g 〓 32.2 ft/sec2이다.

그림 3.1b는 힘 F에 의해 질량 m의 물체가 수평으로 가속되는 가장 간단한 예

로써 적절한 단위들을 설명하고 있다. SI 단위계에서 힘 F 〓 1 N은 질량 m 〓 

1 kg을 가속도 a 〓 1 m/s2으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다. 그러므로 1 N 〓 

1 kg·m/s2이다. 미국통상단위계에서 힘 F 〓 1 lbf는 질량 m 〓 1 lbm(1/32.2 

slug)을 가속도 a 〓 32.2 ft/sec2으로 가속시키는 반면에, 힘 F 〓 1 lbf는 질량 

m 〓 1 slug(32.2 lbm)를 가속도 a 〓 1 ft/sec2으로 가속시킨다.

그림 3.1

1——
32.2

W = 9.81 N

m = 1 kg
m = 1 lbm

slug( )
m = 1 slug
(32.2 lbm)

a = g = 9.81 m/s2

a = 1 m/s2

F = 1 N

(a) 

(b) 2

a = g = 32.2 ft /sec2

W = 1 lbf W = 32.2 lbf

m = 1 kg

a = 32.2 ft /sec2

F = 1 lbf
m=1lbm

a = 1 ft /sec2

F = 1 lbf
m = 1 slug

1——
32.2 slug( ) (32.2 lbm)

SI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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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이 킬로그램(kg)으로 표현되는 SI 단위계에서 물체의 무게 W는 뉴턴(N)

으로 W 〓 mg로 표현되며, 여기서 g 〓 9.81 m/s2이다. 미국통상단위계에서 물

체의 무게 W는 pounds force(lbf)로 표현되고, slug 단위의 질량 m(lbf-sec2/ft)은 

m 〓 W/g로 계산되며, 여기서 g 〓 32.2 ft/sec2이다. 

미국통상단위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질량을 의미할 때 종종 물체의 무게를 말하

곤 한다. 파운드 단위의 물체 질량(lbm)은 뉴턴의 제2법칙에 대입되기 전에 반드

시 slug 단위의 질량으로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파운드(lb)는 보통 힘의 단위(lbf)로 사용된다.

3.3 운동방정식과 문제의 풀이

질량 m인 질점에 벡터합이 ΣF인 힘 F1, F2, F3, …이 작용할 때 식 (1.1)은 다음과 

같이 된다.

  

(3.3)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식 (3.3)은 일반적으로 제2장에서 소개한 좌표계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칼라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다. 적절한 좌표계의 선택은 운동의 유형

에 따라 결정되며, 문제를 수식화하는 데 극히 중요한 단계이다. 식 (3.3), 즉 힘, 

질량, 가속도 식의 성분형태 중 어느 것이든 일반적으로 운동방정식이라고 한다.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순간값에 대응되는 순간가속도를 구한다.

동역학의 두 가지 문제

식 (3.3)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속도

가 주어지거나 또는 알고 있는 운동학적 조건으로부터 가속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운동 형태를 알고 있는 경우 질점에 작용하는 대응힘은 식 (3.3)에 

직접 대입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힘이 주어지고 그 결과로 발생되는 운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

약 힘이 일정하다면 가속도는 일정하게 되고, 그 값은 식 (3.3)으로부터 쉽게 구해

진다. 만약 힘이 시간, 위치, 속도 또는 가속도의 함수라면 식 (3.3)은 미분방정식

이 되고, 이 식은 속도와 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적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적분을 수행하기가 어려울수록 더 다루기가 힘

들어지며, 특히 힘이 두 가지 혹은 더 많은 변수들의 합성함수일 때 그렇게 된다. 

실제적으로 두 번째 유형의 문제 풀이는 특히 실험적인 자료를 포함할 때, 수치적

이거나 도식적인 근사 적분기법을 종종 필요로 한다. 가속도가 운동에 관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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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수일 때 가속도의 수학적인 적분에 대한 과정은 2.2절에 전개되어 있으며, 이 

적분과정은 힘이 동일한 매개변수 함수로서 주어졌을 때도 힘과 가속도가 질량의 

일정한 인수값에 의해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속과 비구속운동

식 (3.3)에 의해 표현되지만 물리학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두 가지 유형의 운동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비구속운동으로 질점이 기계적인 구속 없이, 초기운동과 외

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로를 따르는 것이다. 비행 중인 비행

기나 로켓, 충전된 장에서 이동하는 전자가 비구속운동의 예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구속운동으로서 질점의 경로가 한정된 구속에 의해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 아이스하키 퍽은 빙판의 부분적인 구속을 받으며 

이동한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기차나 고정된 축을 따라 미끄러지는 고리는 완

전하게 구속된 운동의 예이다. 구속운동 중에 질점에 작용하는 힘의 일부는 외부

로부터 작용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일부는 구속으로부터 질점에 작용하는 반력이 

될 수도 있다. 질점에 작용하는 작용 또는 반작용에 의한 모든 힘들은 식 (3.3)을 

적용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좌표계(coordinate system)의 선택은 종종 구속의 수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유비행 중인 비행기나 로켓의 질량중심과 같이 질점이 공간에

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 질점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

의 독립적인 좌표가 필요하게 되고, 이 질점은 3 자유도를 갖는다고 말한다. 운동

방정식의 세 가지 스칼라 성분식은 공간좌표값을 시간의 함수로 얻기 위해서는 모

두 적용된 후 적분되어야만 한다.

하키의 퍽이나 그릇의 곡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구슬과 같이 표면을 따라서 구

속된 운동을 하는 질점은 위치를 지정할 때 단지 2개의 좌표만이 필요하며, 이러

한 경우 2 자유도를 갖는다. 질점이 고정된 축을 따라 미끄러지는 고리와 같이 고

정된 직선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면, 고리의 위치는 축을 따라 측정되는 좌표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질점은 단지 1 자유도를 갖는다고 한다.

자유물체도

운동의 힘-질량-가속도 방정식에 대한 어떠한 적용에 있어서도,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 크기가 다른 작용

력의 크기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즉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지구와 

같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힘은 무시할 

KE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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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선운동

3.2∼3.3절에서 논의된 개념을 질점의 운동에 적용하여, 이 절에서는 직선운동을 

설명하고 3.5절에서는 곡선운동을 다룬다. 이 두 절에서는 질점으로 간주될 수 있

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한다. 이러한 질점운동은 물체의 질량중심의 운동에만 관

수 있다. 식 (3.3)의 벡터합 ΣF는 대상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합이다. 마

찬가지로 어떤 한 성분의 방향에 있어 스칼라힘의 합은 그 특정 방향에 있는 질점

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성분에 대한 합을 의미한다.

 모든 힘들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접촉하고 영향을 미치는 물체를 제거하여 질점을 고립시키고, 그 제거된 물체 대신

에 고립된 질점에 작용하는 힘으로 대치한다. 자유물체도는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기지력과 미지력을 나타내며, 그 힘들을 고려하는 수단이다. 이 중요한 과정이 완

료되면 적절한 방정식이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유물체도는 정역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역학에서도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대상이 되는 질점이나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실제 힘들의 

합력을 정확히 산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역학에서는 합력이 0인 반면에, 동역학에

서는 합력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운동방정식을 정말로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푸는 과정이 그래야 한다면 우선 운동방정식에서 등호

의 스칼라와 벡터적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어려움이 최소화된다.

 공업역학에 익숙한 모든 학생들은 자유물체도 방법을 주의 깊고 일관성 있게 사

용하는 것이, 공업역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제라는 것을 인식

할 것이다.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좌표축과 좌표축의 양(+)의 방향을 명확하게 표

기해야 한다. 운동방정식을 구할 때 모든 힘의 합산은 선택된 좌표축의 양의 방향

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책의 나머지 부분의 예에서는 이들 힘들을 붉은색으로 된 굵은 벡

터표기(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다음 절의 예제 3.1∼3.5는 자유물체도 작성을 쉽게 

복습할 수 있는 예제들이다.

 문제 풀이에 있어서 학생들은 해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어

떠한 순서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종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문제

에서 구하고자 하는 미지량과 다른 기지량 또는 미지량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먼

저 인식하는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이러한 미지량과 

다른 기지량 또는 미지량 사이의 부가적인 관계가 이해된다. 최종적으로, 초기자

료에 대한 종속관계가 구성되고 해석과 계산과정이 수행된다. 하나의 양에 대한 

다른 양과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을 세우는 데 약간의 시

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이 해답을 구할 때 불필요한 계산을 줄

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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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때 모든 힘은 질량중심에서 만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강체의 운동역

학을 논의할 때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질량 m인 질점의 운동방향을 x축으로 선택한다면, y, z축에 대한 가

속도는 0이 되고, 식 (3.3)의 스칼라 요소는 다음과 같이 된다.

 
(3.4)

운동에 따른 특정 좌표축 방향의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 세 방향의 일반적인 성

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5)

여기서 가속도와 합력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Ko
ji	
Sa
sa
ha
ra
/A
P
	Im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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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충돌 실험 사진은 매우 큰 가속도와 동반된 큰 힘이 두 대의 차량계에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충돌 마네킹 역시 어깨 기구와 좌석벨트의 구속으로 제일 먼저 큰 
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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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1

체중이 75 kg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스프링 저울 위에 서 있다. 정지상태로부터 

운행되기 시작하여 처음 3초 동안 케이블에 작용하는 장력 T 는 8300 N이다. 이 시간 동

안 뉴턴 단위로 저울의 눈금 R과 3초 후 엘리베이터의 상승속도 v를 구하라. 엘리베이터

와 사람 그리고 저울의 총질량은 750 kg이다.

| 풀이 |  저울에 의해 기록된 힘과 속도는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엘리베이터의 

일정한 가속도와 관계된다. 엘리베이터, 저울 그리고 사람을 일체로 취급한 자유물체도

로부터 가속도는 다음과 같다.

저울의 눈금은 사람의 발을 통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 이 작용에 대해 크

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력 R과 함께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자유물체도에 나타내었으

며, 사람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답

3초가 되었을 때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답

 

예제 3.2

질량이 200 kg인 작은 케이블카가 고정된 공중케이블을 따라 움직이고, 점 A에 연결된 

케이블에 의해 조종된다. 이 조정케이블이 수평방향의 장력 T 〓 2.4 kN을 받고 있을 때 

차의 가속도를 구하라. 지지케이블에 의해 바퀴에 작용되는 전체힘 P를 구하라.

| 풀이 |  차와 바퀴를 하나의 질점으로 취급한 자유물체도로부터 장력 T 〓 2.4 kN, 무

게 W 〓 mg 〓 200(9.81) 〓 1962 N이고, 케이블에 의해 바퀴에 힘 P가 작용하고 있다. 

이 차는 y방향으로 가속도가 없으므로 y방향에 대해서는 평형상태에 있다. 따라서, 

 
답

 x방향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답

도움말

❶  좌표축을 가속도방향과 그 수직방향으로 선택하였으므로 두 개의 방정식을 독립적으

로 풀 수 있다. x와 y방향을 각각 수평, 수직방향으로 선택한다면 이와 같이 되겠는가?

T = 8300 N

y

750(9.81) = 7360 N

75(9.81) = 736 N

y

R

ay
ay

도움말

❶	 	저울의 눈금이 킬로그램으로 조정되어 

있다면, 그 값은 830/9.81 〓 84.6 kg이 

될 것이며, 이 값은 비관성계에서 측정되

었기 때문에 실제 질량과 다르다. 제안：

이 문제를 미국통상단위계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하라.

❶

5
12

T
A

T = 2.4 kN

W = mg = 1962 N

xa

y

P

5

5

12

12

G
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