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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RC직렬회로 

     그림 2. 전하가 충전될 때 전기력, 전위 그리고 전류사이의 관계. 

2-4. 축전기에 저장된 정전에너지

1. 실험목적

축전기 (capacitor)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장치
로 외부의 전기적 일을 통해 축전기 내로 전하를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된 전하를 이용하여 외부에 전기적 
일을 할 수도 있다. 저항과 축전기로 구성된 간단한 전
기회로를 이용하여 정전에너지의 충전 및 방전 특성을 
조사한다.   

2. 이론 및 원리

저항 R과 축전기 C를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한 후 스위치를 접점 a에 연결하면 저항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하들은 축전기에 쌓이게 된다. 이 과정을 충전 (charging)이라 한다.  

 

기전력 V에 의해 전하들이 축전기에 쌓이게 되며 전하들이 많이 쌓일수록 축전기 양단의 전
위차, V'는 점점 커지게 된다. V'가 점점 커지게 되면 전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아
래 그림은 전하가 축전기에 저장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전하의 충전과 함께 V'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위차,    ′는 점점 감소하
게 된다.   이 되면   가 되면서 전하는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다. 스위치를 닫는 순
간부터 충전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V'의 변화는 어떤 거동을 보일건지 한 번 예
측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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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a) 전압이 일정한 기전력  (b)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그림 4. (a) 축전기가 없을 경우  (b) 축전기가 있을 경우 

다음 그림은 충전과정 동안 시간에 다른 전위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  곡선이다.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최대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왜 그런지 물리적 이유를 예상해 보자. 저항과 전기용량이 달라지면 
 ′   곡선은 어떤 거동을 보일 것인지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림 1에서 스위치를 접점 b에 연결하여 R과 C만의 회로를 구성하면 축전기가 가진 전위차를 
기전력으로 해서 저항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
들이 빠져나오면서 저항을 통해 전기적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방전 (discharging)이라 
하며, 방전에 따른  ′   곡선은 아래와 같다.     

위 그림 3(b)와 4(b)의 특성곡선들로 부터 전하의 충전 및 방전이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유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하가 충전 및 방전될 때 축전기 양단의 전
위차는 시간에 다라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       (충전과정)               (1)

                     ′      (방전과정)                     (2)

식 (1)과 (2)로부터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시간에 따라 자연지수함수적으로 변하며, 충전 및 
방전 특성이 축전기의 전기용량 및 저항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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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충전시간이 서로 다른 RC 회로의 충전 특성곡선  

그러면 충/방전 특성곡선에서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은 어느 시점으로 정의해야 되는가? 아래 
그림은 충전시간이 서로 다른 RC 회로의  ′   특성곡선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충전시간이 서로 다른 축전기의 시간특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상수 (time 

constant)라는 물리량을 도입한다. 시상수는 식 (1)과 (2)에서 자연지수항이 일 때의 시간
으로 정 의하며, 이 경우     sec 가 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각 특성곡선에서 
충전시간은 최대전압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방전 시의 시상수

도    로 최대전압이 36.8% ()만큼 줄어들 때의 시간이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1) 실험장치
RC 회로, 멀티미터, 750인터페이스, 전압센서, 회로 구성을 위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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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① RC 회로 기판을 충전회로로 구성한다. 

② “750인터페이스“의 앞면에 있는 “Analog channel 1" 전압계를 연결한다.

③ “750인터페이스”를 켠 다음, 컴퓨터에 연결한다.

④ 컴퓨터 화면상에 있는 “Data studio"  를 실행시킨다. 

⑤ “Welcome to data studio" 창에서 ”Create Experiment" 를 선택한다. 

⑥ “Analog Channel A" 을 클릭한다. 

⑦ 다음 창에서 “voltage sensor"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⑧ “output" 을 클릭하면  ”신호발생기“ 창

이 나타난다. (신호조건: positive square wave, 3V, 0.5~2Hz)

⑨ “Data Studio" 화면 좌측 아래에 있는 ”Displays" 목록 중 “graph"를 선택한다.

⑩ "신호발생기 (signal generator)"를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결정한 후 “on"을 누른다.  

⑪ “Data Studio" 상단 툴바에 있는 ”start" 버튼을 누른다.

⑫ 충/방전 전압-시간 (V-t) 그래프가 얻어지면 “stop" 누른다. 

※ 동일한 축전기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된 전하를 모두 방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
해서 방전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⑬ 측정된 V-t 그래프를 "data studio"에 있는 fitting tool을 이용하여 curve fitting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전에너지의 충전 특성을 조사 한다.

⑭ 저항과 축전기를 바꿔 가며 위의 ⑨~⑬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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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ve fitting method

1. 주어진 축전기에 대한    그래프를 얻은 다음, curve fitting할 부분만 남겨두고 불필
요 한 부분은 마우스로 영역 (노란색)을 지정한 후 제거한다.   

2. 주어진 그래프의 앞부분에 있는 불필요한 영역 (노란색)도 마우스로 지정한 후 제거하여 최
적의 fitting curve를 준비한다.  

3. "scale to fit" [ ]를 누르면 curve fitting을 위한    그래프가 준비된다. 

4. "fit" [ ]를 누른 후 원하는 함수형태를 선택하여 주어진 그래프를 fitting한다.

ex) linear fit: (     ),  natural exponent fit: (      ),

    inverse exponent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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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림과 같이 curve fit을 얻고 싶은 부분(노란색)을 지정한 후 inverse exponent fit 
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Curve Fit 창이 뜨고 Fit with first selected data point at X=0를 
체크하고 Accept를 클릭한다.
   

6. 사각형 속의 "fitting results"를 이용하여 주어진 curve를 기술하는 관계식을 얻는다.   

ex) A (scale factor), B (offset), C (exponent)   →                
           
7. 위 (3)의 과정에서 얻은 fitting results로부터 주어진 회로의 시상수 (time constant)를 구
하고, 또한 시간에 따른 정전에너지 충전과정을 기술하는 관계식,   )을 얻는다. 

8. 그래프에 해당하는 자료는 “export data" 기능을 이용하여 ”*.da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
며, 이 자료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분석할 수 있다. (자료수정 및 그래프 분석)     

  ①더블클릭
  ③클릭

②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