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험은 전자기 현상을 이용하여 구슬이 발사되는 원리를 알아보고 조원 각자

개요 및 실험 목적 DBL 13분반 2조
이영주 김소이 박진아 이훈택

이번 실험은 전자기 현상을 이용하여 구슬이 발사되는 원리를 알아보고 조원 각자
가 힘을 모아 전자기 대포를 만드는 것이다. 또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코일 감
는 수 등을 달리하면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전자기 대포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있다.

실험 이론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떨어뜨리면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모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떨어뜨리면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모
습에서 자기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페르법칙에 의해서 유도된다.

<인덕턴스의 유도>
자기선속과 전류가 비례관계를 가질 때

인덕턴스의 유도

,
자기선속과 전류가 비례관계를 가질 때
비례상수를 인덕턴스라 한다.

,

n : 단위길이당 감은 횟수. l : 솔레노이드 길이



<금속구가 발사되는 원리>
금속구는 자기장 하가 아닐 때 중성을 띠다가 자기장 하에 일정한 방향으로

자성이 유도된다 이 때 자기 모멘트에 의해서 코일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자성이 유도된다. 이 때 자기 모멘트에 의해서 코일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
서 금속 구를 끌어당기게 된다. 

코일에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유도되면서 장착
된 탄체를 강하게 끌어당겨 가속시키는 원리이다.

<포텐셜에너지 측면에서의 금속구 발사>텐셜에너지 측면에서의 금속구 발사

힘은 포텐셜 에너지의 자이언트 값이다.
이것은 중력, 자기력, 전기력, 탄성력, 압력, 자기장에서의 힘 모두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과정
실험장치 및 실험재료
Power Supply (300V, 2.5A)
Switch x1
Capacitor x3 (350V, 1000μF)
Coil (D=0.3mm)
M l B ll (1 5 D 7 )

★2010년 11월 18일(목) ★
• 코일 감기(코일 직경 0.2mm)

번씩 번 감을 계획 취 길이가 너

• 납땜 하기
축전기 1000ɥF 3개 연결 계획->취소(물량

Metal Bullet (1.5g, D=7mm)
Resistance x1 (30Ω)
Rectifying Diode (>400V)
Cannon tube (D>7mm)

250번씩 4번 감을 계획 ->취소(길이가 너
무 길어지면 구슬이 발사되는 데 불리해
질 것 이다.)-> 200번씩 5번 감기

축전기 1000ɥF 3개 연결 계획 >취소(물량
부족)->축전기 1000ɥF 2개와 680ɥF 짜리
한 개 연결
저항 30Ω 계획 >(30Ω 이 없어서) >200Ω

첫 날 코일감기 실패(한쪽 끝을 빼놓지 않
아서)

저항 30Ω 계획->(30Ω 이 없어서)->200Ω
짜리 사용
빵판에 회로를 만듦

(코일 감는 모습)
(축전기 충전 test) (납땜하는 모습)(축전기 충전 test) (납땜하는 모습)

★ 2010년 11월 24일(수) ★

• 코일 감기 (1000회 목적) • 회로도 완성• 코일 감기 (1000회 목적)
200회씩 2겹 & 100회 1겹 -> 총 500회 감음

• 회로도 완성
• Power supply 잭 완성
• 스위치 연결



• 시연 시작
구슬이 전혀 움직이지 않음 다시 시도한 결과 방전은 성공구슬이 전혀 움직이지 않음
(전압측정계로 측정-> 방전X)
방전 안된 이유? 스위치 체크, 코일 껍질

다시 시도한 결과, 방전은 성공
그러나, 발사 실패
-> 구슬과 코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

패한 것으로 추측새로 벗김, 절연테이프로 연결했던 걸 납
땜으로 바꿈

패한 것으로 추측

★ 2010년 11월 25일(목) ★★ 2010년 11월 25일(목) ★
• 대포 디자인 시작  디자인 구상 설명 • 코일 감기 : 100회씩 8겹 (코일4)

• 시연 결과아크릴판
자르는 모습

• 시연 결과
500회 감은 거: 20cm정도 날아감
코일4(800회 감은 거): 불발

• 축전기 전하량 증가 : 680ɥF 추가

• 회로 수정

개략적인
틀을 완성함



• 시연 결과
-500회 감은 거는 잘 날아감500회 감은 거는 잘 날아감
-코일4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다시 당겨짐

★2010년 11월 30일(화)★★2010년 11월 30일(화)★

• 회로도 수정 (최종본)
일 감기 100회씩 3겹• 코일 감기 -> 100회씩 3겹

• 시연 결과 : 1m정도 발사
• 코일4는 여전히 불발여 히

★2010년 12월 1일(수)★
• 코일 감기(코일 직경 0.2mm)
100회씩 4번, 100회씩 5겹
But 시연 결과는 좋지 않음

• 이 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음

But, 시연 결과는 좋지 않음

★2010년 12월 2일(목)★ • 시연 결과  성공적!!!!!
가장 많이 감은 코일은 약 30cm 발사

• 코일 감기(코일 직경 0.3mm)
드릴로 더 두꺼운 아크릴 관에 새로 감음

가장 많이 감은 코일은 약 30cm 발사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감은 코일은

2m 정도 발사



• 최적의 각도 찾기
코일3을 이용하였으며, 각도를 5도

(우리가 감은 여러 코일들)

★2010년 12월 3일(금)★

단위로 조절하면서 가장 멀리 발사되
는 각도를 찾았다. 40도, 45도에서 가
장 멀리 발사되었으며, 다른 코일도★2010년 12월 3일(금)★

• 코일 감기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새로 감음

• 시연결과  매우 성공적

장 멀리 발사되었으며, 다른 코일도
45 도로 발사해서 거리를 측정했다.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새로 감음
코일1=50번씩2겹 ( l=1.7cm)
코일2=25번씩2겹 ( l=0.8cm)

일3 50번씩1겹 ( l 1 7 )

코일1: 6.1m      코일2: 4.3m
코일3: 1.1m      코일4: 0m

자기장 측정 (가우스 미터계로)코일3=50번씩1겹 ( l=1.7cm)
{ 코일4=100번씩8겹 ( l=3.5cm) }

• 자기장 측정 (가우스 미터계로)
• 공명진동수 측정

(공명진동수 측정) (자기장 측정) (코일 벗기는 모습) (마지막 시연)



실험 결과 및 분석실험 결과 및 분석

• 1번 실험 (공진 주파수 측정 실험)1번 실험 (공진 주파수 측정 실험)
공진주파수 (Hz) 전류 (A) 예측 인덕턴스 (H)측정 인덕턴스 (H)

코일 1 19000 7 76E 03 5 80E 05 5 89E 05코일 1 19000 7.76E-03 5.80E-05 5.89E-05

코일 2 23000 7.77E-03 3.08E-05 4.02E-05

코일 3 40000 6.91E-03 1.45E-05 1.33E-05

(예측 인덕턴스의 크기)

일

코일 4 4000 7.90E-03 1.80E-03 1.33E-03
(측정 인덕턴스의 크기)

인덕턴스 (H)

1.50E-03

2.00E-03
인덕턴스 (H)

6.00E-05

7.00E-05

8.00E-05

인덕턴스 (H)

5.00E-04

1.00E-03
측정

예측

2.00E-05

3.00E-05

4.00E-05

5.00E-05
측정

예측

0.00E+00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n2l

0.00E+00

1.00E-05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n2l



• 2번 실험 (자기장 측정 실험)2번 실험 (자기장 측정 실험) 

예측 자기장 (T) 측정 자기장 (T)

코일 1 3.48E-03 3.10E-03

코일 2 3.70E-03 2.80E-03

코일3 1.55E-03 1.50E-03

(예측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자기장의

코일3 1.55E 03 1.50E 03

코일4 1.38E-02 8.00E-03

1.20E-02

1.40E-02

1.60E-02

세기 (T)

3.00E-03

3.50E-03

4.00E-03

자기장의

세기 (T)

4 00E 03

6.00E-03

8.00E-03

1.00E-02 측정

예측

1 00E 03

1.50E-03

2.00E-03

2.50E-03 측정

예측

0.00E+00

2.00E-03

4.00E-03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n

0.00E+00

5.00E-04

1.00E-03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n



• 3번 실험 (각도 별 발사거리 측정 실험)

각도 (° ) 발사거리 ( )

각도 별 발사거리 측정실험은 거리를 측정하기 적절한 3번 코일을 사용 했으며 충
전전압은 약 300V 이다.

각도 (° ) 발사거리 (m)

30 0.86

35 1 1

1.2

발사거리 (m)

35 1

40 1.1

45 1.1 0.6

0.8

1

발사거리

50 1.05

55 0.97
0

0.2

0.4

60 0.8
0

20 30 40 50 60 70 각도 (° )



• 위치에너지와 발사 거리의 관계위치에너지와 발사 거리의 관계

계(솔레노이드와 그 주변)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의 감소량과

y = 632949x - 0.3897
6

7

발사거리 (m) 저장된 자기 에너지의 감소량과
추의 운동에너지가 비례에 있을
것이다.

3

4

5

발사거리 또한 발사거리는 로 에 비례
함으로 운동에너지 와 비례한

0

1

2

함으로 운동에너지 와 비례한
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할 것이
다.

0

0.00E+00 2.00E-06 4.00E-06 6.00E-06 8.00E-06 1.00E-05 1.20E-05 B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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