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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ng a charged particle using Van De Graaff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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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찰 전기 2 페러데이 아이스페일
이번 DBL 과정의 목적은 간단한 반데그라

프 발전기를 직접 설계, 제작 그리고 실행해

보고, 완성된 generator를 이용하여 전하를

띤 도체 구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 

페러데이 아이스페일 등의 기초개념들을 이

해하고, 이들이 발전기와 가속기에 어떠한

1.마찰 전기
마찰전기는 두 물체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 에너

지에 의해 한 쪽 물체의 전자가 다른 물체로 이동

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두

물체의 상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대전열

( ) 유리 비단 알루미늄 종이 고무

2. 페러데이 아이스페일

해하 , 이들이 발전기와 가속기에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는지 알아본다.
(+) → 유리 → 비단 → 알루미늄→ 종이 → 고무

→ 구리 → 테프론 → (-)
대전된 도체를 빈 도체의 내부에서 접촉시키면 도

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 모두가 빈 도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아이스페일 효과라 한다.

3. 반데그라프 발전기의 원리 4. 가속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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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프론 풀리와 고무벨트가 마찰 전기를 일으킨다. 

 테프론 (-), 고무벨트 (+)로 대전

2) (+) 전하로 대전된 벨트 부분이 모터에 의해 A 

comb와 만나고, 벨트의 전하가 구형 도체껍질로 전

1) 구리테이프의 (+) 전극에 접한 도체구는 (+)로

대전되어 (+) 전극으로부터는 정전기적 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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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다. (아이스페일 효과)

3) 알루미늄 풀리와 고무벨트가 다시 마찰 전기를

일으킨다.  알루미늄 (+), 고무벨트 (-)로 대전

4) (-) 전하로 대전된 벨트 부분이 B-comb와 만

나 음전하를 전달하고, 다시 테프론 풀리와 마찰해

(+)로 대전된다.

앞의 (-) 전극으로부터는 인력을 받아 가속된다.

2) (-) 전극에 도달하면 도체구는 (-)로 대전되고, 

따라서 위와 마찬가지로 (-) 전극으로부터 척력

을, (+)로부턴 인력을 받아 계속 가속된다.

3) 위의 두 과정이 반복되다가 반대쪽 끝과 부딪히

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가속운동을 반복한다.

1. 반데그라프 발전기 설계

고무밴드

250

200

25

30

25

실험 계획

1주차 아크릴판 크기대로 절단
아크릴판 및 PVC관 천공
좌측, 우측 지지대 고정

2주차 하부폴리 아크릴판과 PVC에 고정

1) 페러데이 아이스페일을 이용해 발전기
의 전하를 측정하고 부호를 결정한다.

2) 쿨롱장치를 이용해 반데그라프 도체구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평방향의 발전기를
설계하였다. 

PVC 관

고무밴드

상부 풀리
(알루미늄)

하부 풀리
(테프론)

모
터

50

2. 가속기 설계

단위 : mm

2주차 하부폴리 아크릴판과 PVC에 고정
상부폴리 및 고무벨트 고정
스티로폼 금속구 제작

3주차 구리테이프 이용해 가속기 제작
테이프 사이의 최적의 간격 결정

4주차 완성된 발전기와 가속기로 여러 실험 진행
및 분석

5주차 산출물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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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쿨롱장치를 이용해 반데그라프 도체구
양단의 전위차를 조사한다.

3) 대전된 두 도체구 사이의 정전기력을
측정한다.

4) 가속기를 이용해 도체구를 가속시키고, 
실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가속기를
고안한다.

2. 가속기 설계

100cm

구리테이프를 위와 같이 부착하여 한 쪽은 (+), 
다른 한 쪽은 (-)에 연결한다. 이 때 테이프 사이의
간격을 바꾸어가며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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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바꾸어가며 가장 율적인 델을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