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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숫자와 측정도구의 정밀도(precision)

원주율    ⋯  또는 자연대수    ⋯와 

같은 정의된 값들은 오차가 없고 유효숫자의 갯수가 무한

대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와 같은 공식에

서 정수  역시 유효숫자의 갯수가 무한대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비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값의 유효숫자의 갯수는 

측정도구의 정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정확

한 길이가  mm인 물체가 있다고 하자.

a) 최소눈금이  mm인 자로 측정하면 이 물체의 길이는 

 mm와  m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림짐작

해서 얻은 측정값이  mm라고 하면 소수점아래 첫째

자리인 는 불확실한 값이 된다. 그러므로  mm라고 

하면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인 도 불확실한 값인데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인 은 더할 나위 없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숫자, 즉 유효숫자는  mm가 

된다. 이와 같이 유효숫자에서 맨 마지막 자리는 불확실한 

값이 되고, 불확실한 값까지 포함하여 유효숫자의 갯수를 

고려한 측정값이  mm라 하면 유효숫자는 개가 된

다. 즉 유효숫자의 갯수를 셀 때 소수점은 고려하지 않는

다.

b) 최소눈금이  mm인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면 

이 물체의 길이는  mm와  m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림짐작해서 얻은 측정값이  mm라

고 하면 소수점아래 둘째자리인 은 불확실한 값이 되고, 

유효숫자는 개가 된다.

c) 최소눈금이  mm인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면 이 

물체의 길이는  mm와  mm  사이에 있을 것

이다. 이것을 어림짐작해서 얻은 측정값이  mm라

고 하면 소수점아래 셋째자리인 는 불확실한 값이 되고, 

유효숫자는 개가 된다.

2. 유효숫자에서 의 취급

a) 숫자 앞쪽에 있는 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질량이 

 g인 물체가 있다고 하자. 이 물체의 질량을  g  

또는  g이라고 쓴다면 숫자 앞에 있는 은 불필요

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g에서 유효숫자는 

개가 된다. 만일 질량의 단위를 g에서 kg으로 바꿔서 

이 물체의 질량을  kg이라고 쓴다면 마찬가지로 

소수점아래 셋째자리인  앞에 있는 들은 유효숫자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kg에서 유효숫자는 개가 된다.

b) 숫자 중간에 있는 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질량이  kg이라고 하면 소수점아래 넷째자리인 

은 유효숫자로서 취급되므로  kg에서 유효숫자는 

개가 된다.

c) 그러나 숫자 뒤쪽에 있는 은 경우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리가  m

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유효숫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값을 다음과 같이 지수형태로 나타내어 

유효숫자의 갯수를 명확히 표시한다.

 m  → 유효숫자 개 : × m

유효숫자 개 : × m

유효숫자 개 : × m

d) 한편 숫자 뒤쪽에 있지만 소수점아래에 있는 은 모두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g  → 유효숫자 개 :  g

유효숫자 개 :  g

유효숫자 개 :  g

 kg  →

       유효숫자 개 :  kg ×  kg

       유효숫자 개 :  kg ×  kg

       유효숫자 개 : 

 kg ×  kg

3. 유효숫자의 계산

a) 길이가 각각  mm와  mm인 두 물체의 길이

를 더한다고 하자. 이때 불확실한 값을 빨간색으로 표시하

고 더해주면 다음과 같다.

    mm

즉  mm에서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인 이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mm가 더 정밀하게 측정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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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두 값을 더해준 결과에서는 소수점아래 첫째자리

인 부터 불확실한 값이 나타나게 된다. 더해준 결과에서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인 이 불확실한 값이므로 소수점아

래 둘째자리인 은 더할 나위 없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다. 따라서 소수점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더해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m

또는

   →      mm

즉 소수점아래 첫째자리까지 있는 값과 소수점아래 둘째자

리까지 있는 값을 더해준 결과는 소수점아래 첫째자리까지 

있는 값이 된다. 일반적으로 덧셈 또는 뺄셈을 할 때는 두 

숫자에서 소수점아래 자리가 적은 쪽으로 유효숫자를 일치

시켜 준다. 이러한 이유로 두 측정값을 덧셈 또는 뺄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측정값을 같은 절대적 정밀도로, 

즉 소수점아래 자리가 같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을 계산 최종 과정에서 또는 

중간 과정에서 적용할 지가 문제인데, 계산 중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반올림 축적 오차를 없애기 위해 계산 최종 

과정에 반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반올림은 

반올림하려는 자릿수가 에서 이면 버리고, 에서 이

면 앞의 자릿수를  올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mm와  m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자. 불확실한 값을 빨간색

으로 표시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mm

즉  mm에서 앞에서 세번째 숫자인 이 불확실한 값

이기 때문에  mm가 앞에서 네번째 숫자가 불확실

한 값임에도 불구하고 두 값을 곱해준 결과에서는 앞에서 

세번째 숫자부터 불확실한 값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반

올림하여 앞에서 세번째 숫자까지 나타내고 곱해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mm

또는

 × →  ×  →   mm

즉 유효숫자가 개인 값과 유효숫자가 개인 값을 곱해준 

결과는 유효숫자가 개인 값이 된다. 일반적으로 곱셈 또

는 나눗셈을 할 때는 두 숫자에서 유효숫자의 갯수가 적은 

쪽으로 유효숫자를 일치시켜 준다. 이러한 이유로 두 측정

값을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측정값을 

같은 상대적 정밀도로, 즉 크기가 작은 값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여 유효숫자의 갯수가 같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c) 제곱근, sin , cos , exp , log와 같은 함수 계산들은 곱

셈 또는 나눗셈에 준해서 유효숫자의 갯수가 같도록 계산

하면 된다.

4. 실험값으로부터 유효숫자의 계산

a) 실험에서 물리량 를 번 측정한 실험값을

    ⋯  

이라고 하자. 이들 개의 실험값으로부터 구한 물리량의 

평균은  


  



이고, 샘플 표준편차는 

  






  




 이다. 이때 측정의 불확도

(uncertainty)는  


이고, 이를 이용하여 실험값은 

  ±로 표현한다.

b) 예를 들어  cm  자로 번 측정한 연필의 길이가

       
     cm

를 얻었다고 하자. 이때 평균은   cm이고, 샘플 

표준편차는    cm이며, 불확도는 

   cm임을 알 수 있다.

c) 유효숫자를 구하기 위해 불확도에서 이 아닌 숫자가 개

가 되도록 반올림하여    cm를 얻는다. 평균은 불확

도에서 취한 소수점아래 이 아닌 두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

여   cm를 얻는다. 그러면 항상 유효숫자의 갯수

가 평균의 자릿수보다 한 자리 작게 된다. 위의 예에서는 유

효숫자가 개인 실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값은  

“  ± cm이다“와 같이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