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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Sensors and Data Analysis Software 
 

 

 

 
 

1. 물리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2.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익힌다. 

 

 

 
 

 측정(Measurement) 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양을 

수치화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측정은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자연 현상의 원리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측정은 농경, 건축 등 일상 생활에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 무역이나 조세 등의 정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고대 문명에서는 

주로 신체 크기를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하거나 씨앗과 돌

을 활용해 부피와 무게를 측정하는 등 단순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다양한 측정 

기술과 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림 1. 근대 이전의 측정 도구 

(a) 고대 이집트의 길이(큐빗) 측정용 편암 막대 파편 
(b) 고대 이집트의 석회암 해시계 (BC 1400년 경)  
(c) 로마 제국의 부피 측정용 청동컵 (AD 400년 경) 
(d) 프랑스 미터법 제정 시의 측정 도구 (1795년) 

 

 단순하고 기계적인 방법에 머물렀던 측정 방식은 18 세기

에 들어 전기가 발견된 이후 전기를 활용한 측정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 세기 중반

에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후 전기 신호를 활용한 측정 기

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정밀한 측정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방식의 측정이 도입되면서 

측정 기술이 획기적으로 도약하였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전송, 처리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실생활에서

도 손쉽게 측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현대의 다양한 측정 기기들  

 

Objective 

Introduc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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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sensor)란 다양한 물리, 화학적 특성이나 변화의 정

도를 검출(detect)하는 장치를 말한다. 센서는 특정한 에너

지를 관측이 용이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는데,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용수철 저울과 같이 위치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도 포함되지만, 일반

적으로는 정보 처리가 간편한 전기 에너지, 즉 전기적 신호

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센서도 구성하는 소자 물질, 작동 

원리 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에는 액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유리구 온도계,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 전기

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서미스터, 제벡효과를 활용한 서모

커플, 복사열을 감지하는 복사 온도계 등이 있으며 사용하

는 환경과 센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검출 대상 센서의 종류 또는 센서의 소자, 원리에 따른 구분 

빛, 이미지 포토다이오드(p-n, PIN), 포토트랜지스터, 포토사이리스터 
광전관, CCD, LDR(CdS), Golay cell, CZT 

소리, 진동 마이크로폰(콘덴서, 압전소자, 유도코일, 광섬유, 레이저, MEMS) 
힘, 압력, 변형 
토크, 중량 

스트레인 게이지, 압전소자, 스프링, 가압도전시트 
감압폴리머, 다이어프램, 토션바, 차동트랜스 

열, 온도, 습도 바이메탈, 열전대, 백금저항, 서미스터, 서모커플, 
수정진동자, 형상기억합금, 수은/알코올온도계 

화학물질 
(맛, 냄새, 가스) 

세라믹센서, 산화주석, 산화철센서, 습도센서, 전해질셀, 
바이오케이컬센서, 지르코니아산소센서, 백금선, 산화아연 

근접, 존재 광전센서, 홀소자, 마이크로스위치(스프링) 
근접스위치(유도형, 정전용량형, 자기형) 

위치, 변위, 속도 
가속, 각도, 회전 

초음파센서, 인코더(리니어/로터리), 가변저항기, 차동변압기 
레이저도플러속도계, MEMS가속센서 

자기 자침(나침반), 자기근접스위치, 홀소자, SQUID, 광파이버 
MR센서, 자기헤드, 마그넷다이오드, 자기트랜지스터 

시간 진자, 크로노미터, 수정 
 

 
그림 3. 다양한 종류의 센서 (출처:elektro.com)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센서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마트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그림 4.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 (출처:news.samsung.com) 

 

 

 

 센서가 원하는 정보를 검출한 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면, 이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는 그림 5와 같은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게 

된다. 

 

 

그림 5. 센서에서 검출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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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험 수업에서 사용하게 될 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센서를 사용하기 전에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한다면, 센서의 설치와 설정의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포토게이트 (Photogate) 
 

 

 

 

(1) 개요 

 

광학적 방법으로 물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이다. 

광학 스위치로 사용하거나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을 측정하

는데 응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포토게이트 표면에 노출된 적색 LED 램프는 물체의 감지 

여부를 알려주는 표시등이며, 물체에 의해 적외선이 차단되

었을 때 표시등이 켜진다. 

 

 일반적으로 포토인터럽터(Photointerrupter)라고 부르는 전

자 부품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포토인터럽터는 프린터

에서 종이를 인식하는 센서로 사용되거나 물체의 회전을 

측정하는 로터리 인코더(Rotary Encoder)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 작동 원리 

 

 적외선을 방출하는 발광다이오드(LED)와 적외선을 검출하

는 광센서(Photodiode or Phototransistor)가 일직선 상에 마

주보는 형태로 구성된다. 만약 두 소자 사이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 적외선이 차단되면서 센서의 출력 신호가 바뀐다. 

 

 

 
 

 그림과 같이 발광다이오드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차단되지 

않고 광센서에 도달하면 디지털 신호 0 이 출력되고, 어떤 

물체에 의해 적외선이 차단되면 디지털 신호 1이 출력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시간에 따른 디지털 신호

의 변화를 감지하여, 포토게이트 사이로 지나가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주기를 측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포토게이트를 사용하는 실험 

 

1-1. Free Fall and Projectile Motion 

1-2. Circular Motion and Centripetal Force 

1-4. Momentum and Impulse 

1-6. Gyroscope 

2-5.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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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센서 (Force Sensor) 
 

 

 

(1) 개요 

 

 당기는 힘 또는 미는 힘의 세기를 측정한다. 측정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Zero] 버튼을 누르면 센서의 영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측정범위(Range): ± 50 N 

 - 분해능(Resolution): 0.03 N 

 

 다음 그림과 같은 다양한 부속품을 장착하여 물체의 무게, 

줄의 장력 또는 물체와 충돌 시 작용하는 힘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 작동 원리 

 

 힘센서는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자 저울과 동일한 방

식으로 작동하며, 로드셀(load cell)을 사용하여 힘의 세기를 

측정한다. 로드셀은 다음 그림과 같이 외력에 대해 비례적

으로 변형되는 탄성체와 변형의 정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로 구성된다. 

 

 

 탄성체가 힘을 받아서 변형되면, 탄성체의 표면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박막 패턴이 이완되거나 수축되어 두께

가 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박막의 전기 저항이 변한다. 따

라서 스트레인 게이지 양 끝의 단자 전압을 측정하면 힘의 

세기를 정밀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힘센서를 사용하는 실험 

 

1-2. Circular Motion and Centripetal Force 

1-3. Work and Energy 

1-4. Momentum and Impulse 

1-8. Physical Pendulum and Torsion Pend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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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운동센서 (Rotary Motion Sensor) 
 

 
 

(1) 개요 

 

 회전축의 회전의 정도를 측정하여 각도, 각변위, 각속도, 

각가속도 등 회전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을 측정한다. 

 

 - 분해능(Resolution): ± 0.09˚ or 0.0078 mm or 0.00157 rad 

(Optical Encoder: 4000 divisions/revolution) 

 

 다음과 같은 추가 구성품을 활용하면 병진운동을 회전운

동으로 변환하여 변위, 속도, 가속도 등 병진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도 측정할 수 있다. 

 

① 랙(rack)과 피니언(pinion) 

 

 피니언 기어는 센서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으며, 랙은 별도

의 부품을 센서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② 도르래(pulley) 

 

 회전축에는 분리가 가능한 3 단 도르래가 장착되어 있다. 

도르래의 직경은 각각 10mm, 29mm, 48mm 이다. 

 

 
 

 

(2) 작동 원리 

 

 회전축의 회전의 정도는 광학식 로터리 인코더(Rotary En-

cord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로터리 인코더는 그림과 같

이 일정한 패턴(코드)이 새겨진 차광 디스크, 발광다이오드 

및 광센서로 구성된다. 신호 발생의 원리는 포토게이트와 

동일하며,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차광 디스크가 빛을 차단하

면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측정 방식은 인코더를 구성하는 광센서의 개수 및 차광 

디스크의 패턴 배열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대부분 유사하다. 가장 단순한 방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차광 디스크가 회전하면 두 개의 센서에서 신호 A, B 가 

발생한다. 신호 A 로부터 회전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패턴의 간격이 60 도 이므로 신호 A 가 1 → 0 → 

1 이 되면 60 도를 회전한 것이다. 패턴의 간격이 작을수록 

더욱 정밀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회전 방향은 신호 A

와 B 를 조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신호 A 가 

1 로 바뀔 때 신호 B 가 0 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이고, 신호 A가 1로 바뀔 때 신호 B가 1이면 반시계 방향

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3) 회전운동센서를 사용하는 실험 

 

1-3. Work and Energy 

1-8. Physical Pendulum 

2-5. Magnetic Field 

2-9.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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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센서 (Motion Sensor) 
 

 
 

(1) 개요 

 

 초음파를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설정 스위치로 측정 범

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근거리 설정 시: 0.15 ~ 2 m 

 - 원거리 설정 시: 0.15 ~ 8 m 

 

 센서의 특성 상, 샘플 레이트(sample rate, 단위 시간 당 

측정 횟수)를 높게 설정할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으

므로 다음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Sample Rate: 1 Hz ~ 50 Hz 

 

 센서의 초음파 송수신기(ultrasonic transducer)는 주파수 

49 kHz 의 초음파 펄스(pulse) 신호를 방출하면서 동시에 

물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에코(echo)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운동센서는 매 주기 마다 주파수 49 kHz 로 16 번 진동하

는 초음파 펄스 신호를 1 회 방출하면서 동시에 반사되어 

오는 에코 신호를 측정한다. 운동센서에서 들리는 딸깍 소

리는 센서의 한 주기를 의미한다. 센서의 주기는 샘플 레이

트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 샘플 레이트를 10 Hz

로 설정한다면 위의 과정을 1 초에 10 회 반복하게 되므로 

0.1 초마다 딸깍 소리가 들리게 된다. 센서의 녹색 LED 램

프는 에코 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켜진다. 따라서, 센서의 

녹색 LED 램프가 딸깍 소리와 동일한 주기로 점멸하면 센

서가 모든 에코 신호를 정상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센서가 일부의 에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는 의미이므로 센서와 물체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2) 작동 원리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약 20 kHz 이상의 

음파를 말한다. 초음파는 본질적으로 가청 범위의 음파와 

성질이 같으나,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동의 

진로가 지향성을 가지면서 짧은 펄스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센서에서 방출된 초음파 펄스는 물체에 도달한 후 일부가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온다. 따라서 센서가 반사된 에코 신

호를 감지한 후 초음파 펄스가 방출된 시간과 에코 신호가 

도달한 시간의 차이 ∆𝑡𝑡  를 계산하면 다음 수식에 따라 물

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𝐿𝐿 =
1
2 ∙ ∆𝑡𝑡 ∙ 𝑐𝑐air 

 

 이 식에서 𝑐𝑐air  는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이며 공기의 

온도가 𝑇𝑇 (℃) 일 때 𝑐𝑐air = 331.3 + 0.606𝑇𝑇 (m/s) 이다. 

 

 초음파 센서는 자동차용 전후방 감지기, 의료용 초음파 진

단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 운동센서를 사용하는 실험 

 

1-4. Momentum and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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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장센서 (Magnetic Field Sensor) 
 

 
 

(1) 개요 

 

 최대 ±0.1T (±1000 gauss)의 자기장을 측정한다. 수직, 수

평 방향의 자기장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기장 센서에 내장된 스위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RADIAL – 수직 방향의 자기장 측정 
AXIAL – 수평 방향의 자기장 측정 
 
TARE – 영점 조정 
 
1X: 측정범위 ±0.1 T (분해능 5 × 10−5 T) 
10X: 측정범위 ±0.01 T (분해능 5 × 10−6 T) 
100X: 측정범위 ±0.001 T (분해능 5 × 10−7 T) 

 

자기장 센서의 프로브(probe) 내부에는 두 개의 측정 소자

가 위치하며 각각 프로브의 수직 방향과 축 방향의 자기장

을 측정한다. 프로브 표면의 하얀색 점은 각 소자의 측정 

중심을 표시한다. 

 

 
 

 

(2) 작동 원리 

 

 자기장 센서는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측정한다. 전류가 흐르는 전도체 또는 반도체에 전류의 방

향과 수직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자기

력에 의해 전하 운반자(charge carrier)가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도체/반도체 양 단의 전하 밀도

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전위차가 발생한다. 이화 같

은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전도체/반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류의 흐

름에 수직인 양 단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다. 

 

(3) 자기장 센서를 사용하는 실험 

 

2-5. Magnetic Field 

 

 

6. 전압센서 (Voltage Sensor) 
 

1-9 Mechanical Waves 

2-5 Magnetic Field 

2-7 Circuits 

 

 

7. 광센서 (조도센서, Light Sensor) 
 

 
 

(1) 개요 및 작동원리 

 

Si PIN 포토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

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광도를 측정한다. 320nm~1100nm 

파장의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에 대해 반응한다. 

 

(2) 광센서를 사용하는 실험 

 

2-9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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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Capstone 은 인터페이스 장치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으므

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리실험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기 

 

 실험실 사이트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물리실험실에서는 Capstone Ver.2.0.0 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뉴얼도 해당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실험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권장한다. 

 
 

(2)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기 

 

 물리실험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PASCO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asco.com > 

Download > Software Update > PASCO Capstone > Download 

Free Trial 또는 Download Update; 둘 다 동일한 설치 파일) 

단, 해당 사이트에서는 최신 버전을 제공하므로 Ver.2.0.0

을 사용하는 물리실험실의 소프트웨어와 사용 방법, 메뉴 

배치가 일부 다를 수도 있다. 

 

2. 라이선스 키 

 

 Capsto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키를 

입력해야 한다. 라이선스 키는 담당 실험조교가 실험 시간 

중 안내할 것이다. (입력하지 않아도 설치 후 60일 동안 체

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라이선스 키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개설한 [일반/공학 물리학 및 실험] 과목 수강

생만 사용할 수 있다. Capstone 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저작

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키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 [Help] > [About…] > [Enter Key]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정상 인증될 경우 다음과 같이 [Site License]가 표시된다. 

 

 

Data Analysis Software (Capstone): Installation Guide 

긴급 안내 
 
1. 코로나-19 로 인한 온라인 강의 기간 중에는 학교의 

인터넷 회선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아래

의 PASCO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설치 후 60 일 동안 

체험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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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를 활용한 물리량 측정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Capstone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안내한다. 

 

 
 

1. 시작하기 
 

 

실험용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PASCO 

Capstone]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위와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각 영역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Tools 메뉴 

 

 - 인터페이스 및 센서의 설치, 설정 및 보정 

 -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의 세부 설정 

 - 인터페이스 함수발생기 설정 및 구동 

 

 

(2) Displays 메뉴 

 

 - 그래프, 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표

시하는 도구 제공 

 

(3) Controls 메뉴 

 

 - 측정 시작 또는 종료 

 - 측정 시작/종료 조건 설정 

 - 단위 시간 당 측정 횟수 (sample rate) 설정 

 - 데이터 삭제 

 

(4) Display Area (Workbook) 

 

- 그래프, 표 등이 작성되는 공간 

 -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Data Analysis Software (Capstone):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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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페이스, 센서의 설치 및 설정 
 

 인터페이스 장치 (850 Universal Interface)의 전원을 켠 후 

[Tools] 메뉴에서 [Hardware Setup]을 선택하면, 인터페이스

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센서를 연결하는 포트는 센서의 플러그 형태로 결정된다. 

Digital Analog PasPort 

   

 

(1) 센서 인식 

 

 [PasPort Sensor Inputs]에 연결하는 센서는 자동으로 인식

되지만 [Digital Sensor Inputs] 또는 [Analog Sensor Inputs]에 

연결하는 센서는 수동으로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토

게이트] 센서를 [Digital Inputs] 1번 포트에 연결하였을 경우

에는 화면의 해당 포트를 클릭한 후 [Photogate]를 찾아서 

선택한다. 

 
 

 
 

NOTE 
 

인터페이스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Capsto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동으로 장치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Tools] 메뉴

에서 [Hardware Setup]을 선택한 후 [Choose Interface] 

아이콘을 누르면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PASPORT]의 [Manually Choose]를 눌러서 메뉴가 확장

되면 [PASCO 850 Universal Interface]를 선택한다. 

 

 
 

 

인터페이스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

과 같이 [경고] 마크가 표시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데이터 측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연습하거나 또는 이미 측정한 데이터 파일

을 불러와서 분석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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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포토게이트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한다. 

포토게이트를 추가했을 경우에 한해 [Tools] 메뉴에 [Timer 

Setup]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Timer Setup]는 포토게이트와 

관련된 기능의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파란색의 [PasPort Sensor Inputs] 포트에 

연결하는 센서는 자동으로 인식되어 추가된다. 

 

(2) 센서 삭제, 해제, 설정 

 

① 센서를 잘못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아이콘을 선택

한 후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다. 

② 스위치를 끄면 센서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③ 센서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 

  (설정 방법은 실제 사례에서 별도로 안내) 

 
 

 

NOTE 
 

수동으로 설치한 센서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

과 같이 [경고] 마크가 표시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데이터 측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연습하거나 또는 이미 측정한 데이터 파일

을 불러와서 분석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PasPort Sensor Inputs] 포트에 연결하는 센서는 자동

으로 인식되어 추가된다. 만약, 센서를 실제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센서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PasPort Sensor Inputs]를 클릭한 후 적절한 센서를 선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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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 생성, 삭제 
 

 
 

 
 

(1) 디스플레이 생성 

 

 [Displays] 메뉴에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서 더블클릭하거

나 작업 영역으로 드래그한다.  

 
 

 디스플레이를 계속 추가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raph]와 [Table]을 차례로 생성하면 다음

과 같이 그래프와 테이블이 함께 표시된다. 

 
 

(2) 디스플레이 크기 변경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테두리 핸들을 드래그

하면 해당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겹치지 않게 배치할 때 유용하다. 

 
 

NOTE 
 

[Tools] 패널과 작업 영역(Workbook)이 겹쳐서 그래프

를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Tools] 패널 우측 상단의 

[고정핀]을 클릭하여 활성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NOTE 
 

작업 영역(Workbook)의 규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Tools] 메뉴 위의 [Workbook Page Properties]을 클릭한 

후 팝업 창에서 [Workbook Options]의 [Page Shape]을 

적절히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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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 삭제 

 

 삭제할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후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삭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삭제해도 측정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즉, 측정된 데이터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생성하여 다시 

표시할 수 있다.  

 

 

 

4.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graph)와 표(table)에 대해 설명한다. 

 

4-1. 그래프(graph) 디스플레이 설정 

 

(1) 축 변수 및 단위 설정 

 

 각 축의 <Select Measurement>를 클릭한 후 변수를 선택

한다. 선택 가능한 물리량은 설치된 센서에 따라 달라진다. 

 

 

 

 

 각 물리량의 단위는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단위] 부분을 

클릭하면 변경 가능한 모든 단위가 표시되므로 적절한 것

을 선택할 수 있다. 

 

 
 

NOTE 
 

 디스플레이를 생성한 직후에 바로 삭제하고 싶을 경우

에는 상단 메뉴의 [Undo]를 사용할 수도 있다. 

 
 

 [Undo]와 [Redo]는 다음 단축키로 실행할 수도 있으며, 

Capstone의 모든 작업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한다. 

 

[Undo]: CTRL-Z (최근 작업 취소) 

[Redo]: CTRL-Y (취소한 작업 다시 실행) 

 

NOTE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의 [4. 디스

플레이 기본 설정] 내용을 연습할 때에는 첨부한 예제 

파일 Sample1.cap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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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래프 축 추가 

 

 두 개 이상의 물리량이 한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표시되

어야 할 경우, 또는 x 축이 연동된 그래프가 필요할 경우에

는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3-1) 한 그래프에 다른 물리량의 그래프를 추가하기 

 

 그래프 메뉴에서 [Add y-axis]를 실행한다. 

 

 

 그래프 우측에 2번째 y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변위를 측정하여 한 그래

프에 동시에 표시한 사례이다. 그래프의 색상은 측정할 때

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범례의 변수와 색상을 참고하여 각 

그래프 축의 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3-2) x축이 연동된 그래프 추가하기 

 

 그래프 메뉴에서 [Add Plot Area]를 실행한다. 

 

 

 

그래프 아래에 다른 그래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한다.  

 
 

 아래는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변위를 측정한 사례이다. 

한 그래프의 x 축을 축소/확대할 때 다른 그래프의 x 축도 

연동되어 함께 축소/확대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작성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에 편리

하다. 

 
 

 그래프 분석툴 사용법은 18 페이지의 [6-1. 그래프 디스플

레이 분석] 내용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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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Table) 디스플레이 설정 
 

(1) 표 삽입하기 

 

 [Displays] 메뉴에서 [Table]을 선택해서 더블클릭하거나 작

업 영역으로 드래그하면 표가 생성된다. 

 
 

 기본적으로 2 열의 표가 생성되지만, 필요할 경우 [Insert 

Column]을 사용하여 열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 

 

 
 

(2) 열 변수 선택 

 

 각 열의 <Select Measurement>를 클릭한 후 변수를 선택

한다. 선택 가능한 물리량은 설치된 센서에 따라 달라진다. 

 
 

(3) 소수 자릿수 변경 

 

 특정 열을 선택한 후 [Increase/Decrease Number of Digits]

를 사용하면 소수값의 자릿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자릿수를 

증가시킬 경우 정밀한 값을 표현할 수 있으나, 센서의 분해

능(resolution) 이상의 정밀한 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4) 단위 변경 

 

 각 물리량의 단위는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단위] 부분을 

클릭하면 변경 가능한 모든 단위가 표시되므로 적절한 것

을 선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단위 변경 시 단위 표기가 사라

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물리량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 한 후 [Show Units]를 체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표 분석툴 사용법은 21페이지의 [6-2. 표 디스플레이 분석] 

내용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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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1) 측정의 시작과 종료 

 

 [Controls] 메뉴에서 [Record]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시작

되며 측정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측정 중일 때에는 타이머 아래에 ‘Recording’ 이라고 안내

되며, [Record] 버튼이 [Stop] 버튼으로 바뀐다. 측정을 종료

하려면 [Stop]을 누른다. 

 
 

 
 

(2) 측정 데이터의 삭제 

 

 [Controls] 메뉴의 [Delete Last Run]을 누르면 가장 최근에 

측정한 데이터가 삭제된다. 

 
 

 [Delete Last Run] 옆의 확장 버튼을 누르면 전체 또는 선

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NOTE 
 

 인터페이스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측정 버

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첨부한 예제 파일을 사용하

여 연습한다. 단, [Record]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NOTE 
 

 측정하여 기록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된다. 측정을 

반복하면 각각의 데이터는 [Run #0] 이름이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각 데이터의 이름, 색상 및 표시 기호는 

[Data Summ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름,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Properties]를 클릭한 후 설

정할 수 있다. 

 

NOTE 
 

 데이터를 삭제할 때 별도의 삭제 안내 없이 바로 삭제

된다. 만약 실수로 삭제해서 복구해야 한다면 [Undo] 

또는 CTRL-Z 키를 눌러 최근 작업을 취소하면 된다. 

 
 

NOTE 
 

13 페이지의 [3-(3). 디스플레이 삭제] 내용 중 그래프, 

표 등의 디스플레이를 삭제해도 측정한 데이터는 삭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래프 디스플레이를 삭제한다

는 것은 측정 데이터를 그래프로 가공하여 표시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 메모리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

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그래프 디스플레이

를 새로 생성한 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으

로 다시 동일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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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방법의 설정 

 

 

(3-1) Continuous Mode 

 -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저장한다. 

 - 측정값으로 그래프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한다. 

 - 데이터가 메모리에 누적되므로, 측정 시간이 매우 길어

지거나 단위 시간 당 측정 횟수가 많을 경우 컴퓨터가 느

려지거나 멈출 수 있다. 

 

(3-2) Keep Mode: 설명 생략 

 

(3-3) Fast Monitor Mode 

 - 측정값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지만 저장하지 않는다. 

 - 측정값을 모니터링할 때에 사용한다. (예: 전압계 등) 

 -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측정할 수 있다. 

 

 

(4) 단위 시간 당 측정 횟수 (sampling rate) 설정 

 

 1 초에 몇 번 측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Hz 로 

설정할 경우 1초에 20회 즉, 0.05초 마다 측정하여 데이터

를 기록한다. 센서가 여러 개 연결되었을 경우 각각의 센서

에 대해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Common Rate]을 

선택할 경우 모든 센서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된다. 
 

 
 

 너무 작은 값으로 설정할 경우, 측정하려는 값이 빠르게 

변한다면 세밀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 큰 값으로 설정

할 경우 측정값의 세밀한 변화를 관찰하기에 유리하나, 너

무 큰 값으로 설정하면 측정 오류 또는 데이터 전송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과다하

여 오히려 분석하기 불편할 수 있다. 

 

(5) 자동 측정 설정 

 

 일반적으로는 수동으로 [Record]를 눌러 측정을 시작하고 

[Stop]을 눌러서 측정을 종료하면 된다. 하지만 필요할 경

우에는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Recording Conditions]를 누른다. 

 
 

 [Properties] 창에서 [Start Condition] 또는 [Stop Condition]

을 설정할 수 있다. 

 

 

 [Condition Type]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None]: [Record] 버튼을 누르면 바로 측정 시작 

 - [Measurement Based]: 측정값이 조건을 만족하면 시작 

 - [Time Based]: 설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시작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설정할 경우에는 센서의 Position 

측정값이 0.5m 를 넘어설 때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 [Condition Type]: Measurement Based 

 - [Data Source]: Position (m) - 목록은 센서에 따라 다름 

- [Condition]: Rises Above 

 - [Valu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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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측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Record] 버튼을 볼 수 있으며 타

이머 아래에 [Ready]로 표시된다. 

 
 

 [Record]를 누르면 버튼이 [Stop]으로 바뀌면서 자동 측정 

상태로 전환된다.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로 타이머는 흘러가

지만 [Waiting] 상태로 표시되고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 

 
 

 시작 조건을 만족하면 [Recording] 상태로 바뀌면서 데이

터 저장이 시작된다. 

 
 

 [Stop] 버튼을 누르면 (또는 종료 조건을 설정하였을 경우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측정 및 데이터 저장이 종료된다. 

 
 

 

 

 

 
 

6. 디스플레이 분석 
 

6-1. 그래프(graph) 디스플레이 분석 
 

(1) 그래프의 축소, 확대 및 이동 

 

(1-1) 자동 설정법 

 

 그래프 메뉴의 [Scale to Fit]을 실행하면 측정된 데이터가 

모두 표시되도록 자동으로 축소/확대된다. 

 

 

(1-2) 마우스 활용법 

 

①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그래프 전체가 이동한다. 

①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그래

프 전체가 확대/축소된다. 

②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0 을 중심으로 축이 확대/축소

된다. 

②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중심으로 

축이 확대/축소된다. 

 

 
 

(1-3) 수치 입력법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xis Properties]

를 선택한 뒤 [Axis Scaling] 값을 직접 입력한다. 

 
 

NOTE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의 [6. 디스

플레이 분석] 내용을 연습할 때에는 첨부한 예제 파일 

Sample2.cap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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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선택하기 

 

 측정한 데이터가 여러 개일 경우 [Data Selector]의 [확장] 

버튼을 클릭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

다. 

 

 

 

 

 또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표시해야 할 경우, [Data 

Selector]를 먼저 클릭하여 활성화시킨 후, [확장] 버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체크하면 된다. 

 

 

 
 

 

 

 

 

 

 

 

 

(3) 좌표 읽기 

 

 그래프의 좌표는 [Coordinate Tool]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Add Coordinates/Delta Tool]을 선택한 후 생성된 사각

형 박스를 적절한 좌표로 드래그하면 좌표를 읽을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Δ+]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의 증분을 표

시할 수 있다. 추가 생성된 사각형 박스를 적절한 좌표로 

드래그하면 좌표의 증분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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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Slope Tool]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도구를 선택한 후 생성된 접선을 적절한 좌

표로 드래그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접선의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  

 

 
 

 

(5) 곡선의 면적 측정 

 

 곡선의 면적은 [Area Tool]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곡

선 일부분의 면적만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하고자 하

는 영역을 먼저 지정해야 한다. [Data Highlighter]를 사용하

여 데이터 영역을 지정한다. 

 

 

 분석 영역이 지정된 후 [Area Tool]을 누르면 지정된 영역

의 그래프 면적이 측정된다. 

 

 
 

(6) 곡선의 최적 함수(Fit Function) 측정 

 

 측정된 그래프를 표현하는 최적 함수를 찾고자 할 때에는 

[Curve Fits] 기능을 사용한다. 곡선 일부분에 대해서만 분석

할 때에는 먼저 [Data Highlighter]로 영역을 지정한 뒤, 

[Curve Fits] 옆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적절한 함수를 선택

한다. 아래의 그림은 2차 함수를 선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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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표(Table) 디스플레이 분석 
 

(1) 데이터 선택하기 

 

 측정한 데이터가 여러 개일 경우, 데이터 이름을 클릭한 

후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소수 자릿수 변경 

 

 특정 열을 선택한 후 [Increase/Decrease Number of Digits]

를 사용하면 소수값의 자릿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자릿수를 

증가시킬 경우 정밀한 값을 표현할 수 있으나, 센서의 분해

능(resolution) 이상의 정밀한 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3) 숫자 표기법 변경 

 

 기본적으로 측정값은 지정된 자릿수의 소수(fixed decimals)

로 표기된다. 만약, 유효숫자(significant figures)를 지정하여 

표기하거나 또는 지수표기법(scientific notation)으로 표현하

고 싶으면 숫자 서식을 바꿔야 한다. 

 

 테이블 메뉴에서 [Properties]를 누른 후, [Numerical Format]

의 [Number Style]을 적절한 것으로 변경한다. 아래의 그림

은 유효숫자 3자리의 지수표기법(Scientific Notation)으로 변

경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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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식 (Calculator) 
 

 센서가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물리량 외의 다른 물리량을 

측정하거나 그래프 등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Calculato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𝐾𝐾  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Calculator]로 운동에너지 수식 𝐾𝐾 = (1 2⁄ )𝑚𝑚𝑣𝑣2 

를 정의한 후 센서를 사용하여 속도 𝑣𝑣 를 측정하면 된다. 

 

 [Tools] 메뉴의 [Calculator]를 선택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확장된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Calculations]에 

적절한 수식을 입력한다. 

 

 질량은 일단 정의되지 않은 변수 m 을 입력한다. 변수 m

은 다음 수식에서 최종 정의할 것이다. 

 

 속도 v 는 센서의 측정값을 삽입한다. 센서의 측정값을 삽

입하기 위해서 아래의 메뉴에 있는  [Insert Data]를 클릭

하면 삽입 가능한 측정값이 모두 표시된다. (목록은 연결된 

센서에 따라 달라진다.) 

 

 

 

 수식에서 센서 측정값은 대괄호 [ … ] 로 묶인 물리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을 완료하면 단위를 입

력하는 셀이 활성화되며, 또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질량 m

을 입력하기 위한 행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완성되지 않은 

수식은 적색으로 표시된다.) 

 
 

 

 적절한 단위를 기재하고 나머지 수식을 완성한다. 

 

 

 

 수식을 완성한 후 직접 정의한 물리량을 확인한다. 디스플

레이 창에서 <Select Measurement>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물리량 K(J) 가 목록에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