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학기 물리실험 II

• 실험 시간 :

01분반 월요일 13:15 ∼ 18:55

02분반 목요일 13:15 ∼ 18:55

• 실험 장소 : 제3공학관 106호

• 실험수업 홈페이지:

물리학과 교육실험실 (http://edulab.postech.ac.kr/) 물리실험 II

• 담당 교수 : 이후종 교수
사무실 : RIST 1146호

전화 : 279 - 2072

이메일 : hjlee @ postech.ac.kr

• 담당 조교 :

– 도 의 환
사무실 : 제4공학관 015호

이메일 주소 : yggdrasil@postech.ac.kr

연락처 : 010 - 7177 - 5294

– 주 판 규
사무실 :

이메일 주소 : pangyu32@postech.ac.kr

연락처 : 010 - 4011 - 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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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 교육실험실 홈페이지 (http://edulab.postech.ac.kr/)

물리실험II / 자료실 / 매뉴얼 / EXP2_2013.pdf

• 평가요소 및 배점비율

1. 태도 및 퀴즈 - 25 %

(a) 지각 및 결석, 실험 수행태도

(b) 실험종목별 퀴즈

2. 보고서 - 60 %

(a) 4 페이지 이내 two columns

(b) format을 제공 :

교육실험실 홈페이지 / 물리실험II / 자료실 / 보고서 및 연구노트 /

보고서 - TEX형식 ( exp2_template.tex )

(c) 언어 : 편한 걸로. 영어 가산점 없음.

(d) 간결하고 논리적, 과학적인 글쓰기 중요

(e) 그래프나 그림에 주석 꼼꼼히

(f) raw data 별도 첨부

3. Presentation - 15 %

• 실험 종목

1. Fresnel Equations, Brewster’s Law

2. Holography

3. Faraday Effect

4. Energy Gap of Germanium

5. Hall Effect in n-type and p-type Germanium

6. Muon Decay

7.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

8. Measurement of Low Resistances: 4-Probe Method / Lock-In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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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사용시 준수사항

– 작업테이블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사용하지 않는 실험장비들은 다른 테이블에 놓는다. 필요한 만큼의 전선만 작업

테이블에 놓는다. 옷, 책가방을 작업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

– 감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한다.

전류가 몸에 흐르면 감전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회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금속으로 된 물체, 수도관, 전선관 등은 접지상태이다.

회로의 한 지점을 만지면서 동시에 접지상태인 금속 물체에 몸의 일부가 접촉된

상태에선 충격을 받게 된다. 전선이나 회로의 한 부분을 만지기 전에 그것들이

전원공급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 생각되었을 때조차도, 전기기술자처럼 한 손으로는 작업하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위나 주머니 안에 두어라.

– 회로가 단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락은 비싼 장비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 인접한 말굽단자 (spade lug)

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말굽단자가 장비의 금속케이스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시적이고 노출된 회로의 모든 연결에는 절연된 전선을 사용한다.

– 회로에 전류/전력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회로의어떤지점에과전류가흐를가능성이있는경우엔,크기를조절할수있는

저항을 연결하여 그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든다. 최대

범위가 가장 큰 전류계의 단자와 연결한다. 다음으로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항의크기를변화시키는데, 이때전류계에나타나는값을수시로확인한다. 회

로를 연결하기 전에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

– 장비의 제한범위를 반드시 확인한다.

모든 회로의 부품은 제한범위가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엔 작동에 문제가

생기고부품의손상을입게된다. 이제한범위는실험실에정리보관되어있는제

조회사의 카달로그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한범위를 확인하고, 회로를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연구노트에 그 값들을 기록한다.

– 무슨 주제의 실험을 어떻게 할지를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실험 수업 전에 수행할 실험종목에 대해 공부하여 회로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미

리 계산하는 것이 실험자의 의무이다. 실험실이 속해있는 건물의 퓨즈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험실의 각 회로에 퓨즈를 달도록 한다.

예외사항 : 회로차단기 (circuit breaker)나 과부하 보호장치를 갖는 독립적인 공

급장치로부터 실험실에 전원이 공급되면, 퓨즈 설치가 필수는 아니다.

실험실에서사용하는많은전원공급장치는내부에전력/전류과부하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회로의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퓨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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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모든 손상은 실험조교에게 알린다.

바로 다음에 그 실험기구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되거나 대체될 수

있게 한다.

– 실험을마치고실험실을나가기전에는실험테이블을정리하고실험장비를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다.

회로가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엔, ‘건드리지 마시오’와 같은 눈에

띄는 경고문구를 남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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