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데그라프 발전기를 이용한 대전된 입자 가속

Accelerating a charged particle using Van De Graaff generator
일반물리실험 II [PHYS 104] 2분반 3조

연구자 : 박형근, 장세윤, 조우현

담당교수 : 조경현 교수님담당교수  조경현 교수님

담당조교 : 성태식, 김성래 조교님

이번 DBL 과정을 통해 간단한 반데그라프 발전

기를 직접 설계 제작 그리고 실행해 보고 코로나

2. 페러데이 아이스페일1. 코로나 방전
기를 직접 설계, 제작 그리고 실행해 보고, 코로나

방전과 페러데이 아이스페일 등의 원리가 발전기

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완성된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대 충전 전하

와 전압 측정, 두 도체구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법

칙 조사, 마지막으로 전하를 띤 도체 구 가속 실험

을 진행하였다.
대전된 도체를 빈 도체의 내부에서 접촉시키면 도

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 모두가 빈 도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아이스페일 효과라 한다

코로나 방전이란 기체 속 방전의 일종이다. 두 전극 사이 전압이

역치를 넘게 되면 극 부분의 전기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광과 소

음과 함께 모든 전리가 집중되면서 1~100㎂의 전류가 흐른다. 이

때 전극 사이의 기체분자가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고 이것

이 전하의 공급원이 된다 되는데, 이런 현상을 아이스페일 효과라 한다.

1~2주차 3주차

이 전하의 공급원이 된다.

STEP 1. 전하량 측정 STEP 2. 전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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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그라프 구의 지름 : 15.0 cm

 외삽으로 구한 구의 전하량 : 0.1149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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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그라프를 연결했을 때 무게 : 19.0 g 0.186 N

 외삽으로 구한 반데그라프 구의 전압 : 24.89 kV

d=1.40cm

STEP 3 두 도체구 사이의 힘 STEP 4 도체구 가속STEP 3. 두 도체구 사이의 힘

y = 42.632x + 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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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도체구 가속

두 반데그라프 구를 각 연결부위에 연결하고 처음 지

점에서 약간의 속력을 주었더니 도체구가 1 m 레일 위

실험결과 반데그라프 도체 구에 저장된 전하량은 관

계식을 이용한 외삽의 계산결과 0.1149 uC 로 계산되

었다. 또한 표면전압은 24.89 kV로 구해졌다. 두 도체

구 사이의 힘은 거리가 짧을 때는 표면거리의 역제곱

에 비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도체구의

가장 가까운 표면에서 전하가 몰리기 때문에 마치 그

y = 3650.5x - 6.4052

R² = 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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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크기에 비해 거리가 가까울 때는 표면거리에 대

에서 멈추지 않고 가속되었다. 도체구를 더 빠르게 가

속시키기 위해서 2가지 요인을 고려해보았다. 

1) comb와 고무밴드 사이의 거리

2) 고무밴드의 장력 (PVC 파이프 회전시켜서 조절)        

두 요인을 최적화시켰을 때, 처음 주는 속력에 따라 레

일 끝에 도달하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부분 3초

~4초 사이의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가까 에서 하가 리기 때 에 마치

지점에 전하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차후 보다 나은 실험진행을 위해선 크게 두가지 사

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로 전압의 보다 직접적인

측정을 위한 개선된 실험방식이 필요하다. 제 3의 구

에 대전시킨 뒤 측정하는 방식은 전하의 손실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는 가속구의 시간 측정을 통해

속도 변화를 수치화하여 대전된 구의 이동속도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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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중심거리에 대해선

다소 큰 오차를 보여주었다. 

착한 구리 테이프 거리의 관계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서 속도의 증감을 확인해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