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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대전된 기름 방울의 운동을 관찰하여 물질의 기본 전하량을 결정한다. 

 

 

 
 

 
 

 밀리컨(Robert Millikan)은 1909~1913 년에 걸쳐 대전된 기

름 방울의 운동을 관찰하여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평행한 금속 전극 사이에 분무된 작은 기

름 방울을 엑스선(X-ray)을 사용하여 대전시킨 후에, 전극 

사이의 전기장을 조절하여 기름 방울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찾는 방법으로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측정하였다. 상당히 많은 수의 기름 방울에 대해 

실험을 반복하여 모든 기름 방울의 전하량이 어떤 특정 값

의 정수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값을 물질을 구

성하는 입자의 기본 전하량이라고 제안하였다. 

 

 밀리컨 실험 장치의 원리는 그림 1 과 같다. 분무기에서 분

사된 작은 기름 방울은 상단 전극의 작은 구멍을 통해 전

극 사이로 들어간다. 전극 사이의 공기 분자는 엑스선과 같

이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 또는 강한 전기장의 영향을 받

으면 이온화되는데, 이 때 생성된 이온화된 공기 분자 또는 

자유 전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기름 방울이 대전된다. 

 

 평행판 축전기 형태로 구성된 전극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

장이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된다. 전극에 연결된 전원 공급

기의 출력 전압을 조정하면 전기장의 세기를 바꿀 수 있다. 

 

 기름 방울은 광원의 빛을 반사하여 밝게 빛난다. 따라서 

현미경을 사용하면 기름 방울의 운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

다. 현미경에는 0.1mm 간격으로 격자 모양의 눈금이 새겨

져 있기 때문에, 격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기름 방울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면 기름 방울의 속력을 알 수 있다. 

 

 
 

그림 1 (a) 밀리컨 실험 장치의 구조 및 원리 
(b) 자유 낙하하는 기름 방울에 작용하는 힘 
(c) 전극 대전 시 상승하는 기름 방울에 작용하는 힘 

 

Objective 

Theory 

-----------------------------   Reference  -------------------------- 

Young & Freedman, University Physics (14th ed.), Pearson, 2016 

23. Electric Potential – Problem 23.81 (p.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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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기름 방울에는 그림 1(b)와 같이 무

게(weight) 𝐹𝐹𝗀𝗀 = 𝑚𝑚𝘨𝘨  와 공기에 의한 마찰력(frictional force) 

𝐹𝐹fr = 𝑘𝑘𝑘𝑘 가 작용한다. 마찰력은 기름 방울의 속도에 비례하

며 𝑘𝑘  는 비례 상수이다. 매우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름 

방울의 무게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지면, 기름 방울은 종

단 속도(terminal velocity)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낙하한다. 

이 속도를 𝑘𝑘𝑓𝑓 라고 하면, 𝐹𝐹𝗀𝗀 = 𝐹𝐹fr 로부터 다음이 성립한다. 

 

 𝑚𝑚𝘨𝘨 = 𝑘𝑘𝑘𝑘𝑓𝑓 (1) 

 

 한편, 그림 1(c)와 같이 간격 𝑑𝑑 의 평행한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𝑉𝑉  이면, 기름 방울에는 전기장 𝐸𝐸 = 𝑉𝑉 𝑑𝑑⁄  가 작용

한다. 만약, 기름 방울이 전하 −𝑞𝑞 로 대전되었다면, 전기장

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electric force) 𝐹𝐹𝑒𝑒 = 𝑞𝑞𝐸𝐸 를 받게 되

고, 전기력이 무게보다 클 경우 기름 방울은 상승하게 된다. 

이 때 기름 방울의 상승 속도를 𝑘𝑘𝑟𝑟 이라고 하면, 기름 방울

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𝐹𝐹fr = 𝑘𝑘𝑘𝑘𝑟𝑟  이 작용한

다. 따라서, 𝐹𝐹𝑒𝑒 = 𝐹𝐹𝗀𝗀 + 𝐹𝐹fr 로부터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𝑞𝑞𝐸𝐸 =
𝑞𝑞𝑉𝑉
𝑑𝑑 = 𝑚𝑚𝘨𝘨 + 𝑘𝑘𝑘𝑘𝑟𝑟 (2) 

 

위의 모든 경우에서 공기에 대한 부력(buoyant force)이 함

께 작용하지만, 공기의 밀도는 기름 밀도의 10−3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부력은 무시할 수 있다. 

 

 식(1), (2)에서 𝑘𝑘  를 제거하고 𝑞𝑞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𝑞𝑞 =
𝑚𝑚𝘨𝘨𝑑𝑑
𝑉𝑉 �1 +

𝑘𝑘𝑟𝑟
𝑘𝑘𝑓𝑓
� (3) 

 

 한편, 기름 방울이 구형(sphere)이라고 가정하고, 밀도가 

𝜌𝜌, 반경이 𝑟𝑟 이라면, 기름 방울의 질량 𝑚𝑚 은 다음과 같다. 

 

 𝑚𝑚 =
4
3𝜋𝜋𝑟𝑟

3𝜌𝜌 (4) 

 

 식(4)를 식(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𝑞𝑞 =
4𝜋𝜋
3
𝜌𝜌𝑟𝑟3𝘨𝘨𝑑𝑑
𝑉𝑉 �1 +

𝑘𝑘𝑟𝑟
𝑘𝑘𝑓𝑓
� (5) 

 

 식(5)에서 낙하 속도 𝑘𝑘𝑓𝑓  와 상승 속도 𝑘𝑘𝑟𝑟  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제 기름 방울의 반경 𝑟𝑟 만 알 수 있

다면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기름 방울의 반

경 𝑟𝑟  은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유 낙하하는 기름 

방울의 종단 속도 𝑘𝑘𝑓𝑓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

한 마찰력 𝐹𝐹fr 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공기의 점성(viscosity)

에 의한 점성력(viscous force)이며, 반경이 𝑟𝑟 인 구형 물체

가 점도 𝜂𝜂  의 유체에서 속도 𝑘𝑘  로 이동할 때 물체에 작용

하는 점성력은 다음의 스토크스 법칙(Stokes’ law)을 따른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밀리컨은 다음의 식(6)에 

보정된 유효 점도 𝜂𝜂eff = 𝜂𝜂(1 + 𝑏𝑏 𝑝𝑝𝑟𝑟⁄ )−1  를 반영하여 분석하

였다. 여기에서 𝑏𝑏 = 6.17 × 10−6  는 비례 상수이며 𝑝𝑝 는 대

기압이다. 우리는 일반물리 수준에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한 수식을 사용한다.) 

 

 𝐹𝐹 = 6𝜋𝜋𝜂𝜂𝑟𝑟𝑘𝑘 (6) 

 

 식(6)은 식(1)의 마찰력 𝐹𝐹fr = 𝑘𝑘𝑘𝑘  의 정확한 표현이다. 식

(1), (4), (6)으로부터 기름 방울의 반경 𝑟𝑟 을 다음과 같다. 

 

 4
3𝜋𝜋𝑟𝑟

3𝜌𝜌𝘨𝘨 = 6𝜋𝜋𝜂𝜂𝑟𝑟𝑘𝑘𝑓𝑓       or       𝑟𝑟 = �
9𝜂𝜂𝑘𝑘𝑓𝑓
2𝜌𝜌𝘨𝘨   (7) 

 

 식(7)을 식(5)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𝑞𝑞 = 18𝜋𝜋
𝑑𝑑
𝑉𝑉
�
𝜂𝜂3𝑘𝑘𝑓𝑓3

2𝜌𝜌𝘨𝘨 �1 +
𝑘𝑘𝑟𝑟
𝑘𝑘𝑓𝑓
� (8) 

 

 𝑞𝑞 : 대전된 기름방울의 전하량 (C) 

 𝑉𝑉 : 전극 사이의 전위차 (V) 

 𝑑𝑑 : 전극 사이의 거리 (m) 

 𝜌𝜌 : 기름의 밀도 (kg m3⁄ ) 

 𝘨𝘨 : 중력가속도 (m s2⁄ ) 

 𝜂𝜂 : 공기의 점도 (Pa ∙ s = N ∙ s m2⁄ )  – 부록 참조 

 𝑘𝑘𝑓𝑓 :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기름방울 낙하속도 (m s⁄ ) 

 𝑘𝑘𝑟𝑟 : 전기장이 작용할 때 기름방울 상승속도 (m s⁄ ) 

 

 현재 알려진 전자의 전하량은 다음과 같다. 

 

𝑒𝑒 = 1.602176487(40) × 10−19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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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장비 

 
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밀리컨 실험 장치 

 

1 
밀리컨 실험 장치 본체이며, 다양한 장치가 복합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의 장비 설명을 참고한다. 

전원 공급기 
 (전원 코드선 포함) 

 

1 평행판 전극에 0~500V의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전원 어댑터 
 (LED 램프 전용) 

 

1 밀리컨 실험장치의 LED 램프에 전원을 공급한다. 

전선 (백색, 고전압 전용) 

 

2 
전원 공급기와 밀리컨 실험 장치의 전극을 연결하여, 
전극에 최대 500V 의 높은 전위차를 인가한다. 감전 
방지를 위해 비노출형 단자를 사용한다. 

전선 (흑색/적색, 일반 전선) 

 

2 
멀티미터와 밀리컨 실험 장치의 서미스터를 연결하여 
서미스터의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오일 분무기 

 

1 
밀도가 886 kg m3⁄  인 미네랄 오일을 작은 방울 형태

로 분무한다. 

멀티미터 

 

1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한다. 

A 형 베이스 
지지막대 (600mm) 

 

1 
2 

다양한 실험 장비를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버니어 캘리퍼스 
 

1 전극 사이의 간격을 0.05mm 단위로 측정한다.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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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장비 기능 및 작동 원리 

 

(1) 밀리컨 실험 장치 

 

 

(2) 전원 공급기 

 

 0 ~ 500V 의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극성 변경 손잡이를 

사용하여, 출력 단자의 극성을 바꿀 수 있다. 

 

 

 

(3) 멀티미터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한다. 

 

(4) 버니어 캘리퍼스 

 

 물체의 외경, 내경 또는 깊이를 0.05mm 단위로 측정한다. 

 

 
① 아들자의 눈금 0 이 위치하는 어미자의 눈금을 읽는다. 

그림에서는 22~23 사이에 위치하므로 22 (+α) mm  이다. 

 

② 아들자와 어미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위치에서 아들자의 

눈금을 읽는다. 아들자의 한 눈금은 0.05 mm 이며, 13번째 

눈금이 일치하므로 0.05 × 13 =  0.65 mm 이다. 

 

③ 따라서, 측정값은 22 +  0.65 =  22.65 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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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1. Equipment setup 
 

(1) 밀리컨 실험 장치를 설치한다. 

 

 A 형 베이스 및 지지막대 2 개를 사용하여 실험 장치를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 후, 수준기를 확인하면서 A 형 베이

스의 수평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장치의 수평을 조정한다. 

 

(2) 전극의 간격을 측정한다. 

 

우측 그림을 참고하여 챔버를 분해한다. 챔버 하우징을 

천천히 위로 잡아 빼면 된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스페이서(spacer)의 두께를 측정한다. 테두리가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의 두께를 측정한다. 이 값이 평행판 전극의 간

격 𝑑𝑑 가 된다. 

 

𝑑𝑑 =  _______________  (m)  

 

 

(3) 챔버 부품을 재조립한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챔버를 재조립한다. 스페이서 옆면

에 구멍이 있는 납작한 부분이 현미경 방향을 향해야 한다. 

 

 스페이서 아랫면에는 전기 방전 단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으므로 맞춰 끼운다. 전극과 스페이서 사이가 들뜨

지 않도록 밀착시킨다. (들떠서 전극 간격이 변하면 전기장

의 세기가 달라진다.) 

 

 

 

Setup 

Caution 
 

챔버 내의 전극은 300V 이상의 높은 전압으로 대전되

어 있으므로 챔버를 분해할 때에는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챔버를 분해하기 전에 반드시 연결된 

전원 공급기의 전원을 끈 후, 전원 공급기의 극성 변환 

스위치를 중립으로 설정하여 전극에 남아있는 전하를 

방전시킨다. 

 

Caution 
 

 주입구 마개를 비롯한 챔버 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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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램프를 켠다. 

 

 12V DC 어댑터를 사용하여 LED 램프에 전원을 공급한다. 

 

 

 

 

(5) 현미경의 초점과 램프의 위치를 조정한다. 

 

 기름 방울 주입구 마개를 제거한 후, 초점 조절핀을 상단

극판의 기름방울 주입구에 끼워 넣는다. (초점 조절핀은 그

림의 위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뺀다.) 

 

 
 

 접안 렌즈를 돌리면 격자 눈금의 초점을 조정할 수 있다. 

 대물 렌즈를 돌리면 기름 방울 또는 초점 조절핀의 초점

을 조정할 수 있다. 

 

 
 

 

 램프의 위치는 두 개의 조정 볼트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조정 볼트를 너무 끝까지 돌리면 내부의 부품이 분해되어 

램프 위치 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한다. 

 

 배경은 격자 눈금이 겨우 보일 정도의 밝기가 좋다. 너무 

밝으면 오히려 기름 방울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램프

의 위치가 적절하면 핀의 중심은 어둡고 오른쪽 면만 밝게 

빛날 것이다. 

 
 

 초점 및 램프 조정이 끝나면 초점 조절핀을 빼서 분실하

지 않도록 원래 위치에 끼운다. 

 

 주입구 마개를 상단 극판의 주입구 위에 올려 놓는다. 주

입구 마개는 분무된 기름이 주입구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기름 방울이 마개 옆면의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구멍

을 통해 전극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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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미경 초점과 램프 위치를 점검한다. 

 

 배기구 레버를 [Open] 위치에 놓고 챔버 덮개의 분사구에 

기름을 분사하여 기름 방울이 정상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

하고, 필요하면 현미경 초점과 램프 위치를 다시 조정한다. 

 

 

 

 기름 방울이 보일 때까지 오일 분무기를 2~3 차례 분무

한다. 너무 세게 분사하면 기름방울이 매우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몇 차례 시도하면, 실험에 

적합한 분사 세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7) 챔버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기의 점도를 계산한다. 

 

 
 

 멀티미터를 서미스터 단자에 연결한 후, 서미스터의 저항

값을 측정한다. 부록의 저항-온도 환산표로부터 챔버의 온

도를 계산하고, 측정한 온도로부터 공기의 점도를 계산하

여 기록한다. (부록의 서덜랜드 공식을 사용한다.) 

 

 𝜂𝜂 =  _______________  (Pa ∙ s) 

 

(8) 전원 공급기를 밀리컨 실험 장치에 연결한다. 

 

 실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고전압 전용 전선을 사용

하여 장치에 연결한다. 

 

 
 

 
 

(9) 전원 공급기의 전압을 설정한다. 

 

 전원 공급기를 켜기 전에 전압을 0 V 로 설정한다. (전압 

조정 손잡이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전원 스위치를 켠 후, 전압 조정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원하는 전압으로 설정한다. (너무 빨리 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Caution 
 

감전에 의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노출형 단

자가 있는 고전압 전용 전선을 사용한다. 

 

전원 공급기를 서미스터에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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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2. Stopwatch Software 
 

 실험용 컴퓨터의 초시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험실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

는 실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과 시간을 측정하고 기름 방울의 속력을 계산한다. 

 

(1) [Watchy]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 방법을 익힌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일반 스톱워치와 비슷하며,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키보드의 펑션키를 사용하여 구동할 수 있다. 

 

 [Start] 또는 키보드 [F5] : 초시계를 시작한다. 

 [Stop] 또는 키보드 [F6] : 초시계를 멈춘다. 

 [Reset] 또는 키보드 [F7] : 시간을 초기화한다. 

 [Lap] 또는 키보드 [F10] : 연속된 시간 간격을 기록한다. 

 [Split] 또는 키보드 [F11] : 연속된 경과 시간을 기록한다. 

 

 [Lap] 은 각 측정점의 시간 간격을 기록하며, [Split]은 초

시계가 시작된 후 각 측정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록한다. 

(직접 구동하여 차이를 확인한 후 필요한 기능을 사용한다.) 

 

 기록된 시간은 [File]-[Save As] 를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필요한 시간만 직접 기록한다. 

 

 

 
 

 
 

Step 1. 전기장 생성 
 

(1) 전극의 전위차를 설정한다. 

 

 전원 공급기의 전압을 300V 로 설정한다. (이 설정값은 권

장사항이며, 실험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 

400V 가 넘지 않도록 한다.) 

 

𝑉𝑉 =  _______________  (V)  

 

(2) 전원 공급기 스위치를 중립으로 설정한다. 

 

 전원 공급기의 스위치 설정에 따라 전극 사이의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그림의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 기름 방울

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스위치를 중립으로 놓아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설정한다. 

 

 

 

 
 

 

 

Procedure 

Note 
 

챔버 덮개 위의 기류의 변화로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 

차이에 의해 기름 방울이 위로 끌려 올라갈 수 있으므

로, 실험 중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이 기류에 영

향을 주는 시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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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름 방울 주입 
 

(1) 배기구 레버를 [Open]으로 변경한다. 

 

 배기구를 열면, 분무기로 기름 방울이 섞인 공기를 챔버 

내부로 밀어 넣을 때, 챔버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된다. 

(측정 중에는 챔버 내부의 기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배기구를 닫는다.) 

 

 

(2) 분무기를 분사하여 기름 방울을 주입한다. 

 

 

 
 

 

(3) 기름 방울이 관찰되면, 배기구 레버를 [Close]로 변경한

다. 

 

 

 

Step3. 기름 방울 대전 
 

 압전 소자(piezoelectric ceramics)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고전압에 의

해, 압전 소자와 연결된 전기 방전 단자 (하단 전극 근처의 

흰색 도선) 주위에 강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 전기장에 

의해 주위의 자유 전자가 가속하게 되는데, 가속된 자유 전

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더 

많은 자유 전자와 이온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대전 입자

가 순간적으로 증가하여 절연체인 공기가 도전성을 띄게 

되며 전하의 흐름이 스파크 형태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이온화된 공기 분자 또는 전

자가 기름 방울과 충돌하면 기름 방울이 대전된다. 

 

(1) 압전 스위치를 눌러 기름 방울을 대전시킨다. 

 

 

 

 기름 방울은 음전하 또는 양전하로 대전될 수 있으며, 대

전되는 전하량도 임의적이다. 기름 방울이 대전되었는지 여

부는 전극에 전기장을 걸어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장의 방

향을 위아래로 바꾸면서, 전기장에 따라 움직이는 기름 방

울을 찾는다.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는 기름 방울을 찾는다. 기본 전하량 

근처로 대전된 기름 방울은 전기장이 작용해도 빨리 움직

이지 않는다. 5~10 초 정도 여유를 두고 기름 방울의 움직

임을 관찰하여 판단한다. 

 

 대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전 스위치를 몇 회 더 

눌러준다. (대전량은 임의적이며 대전이 안 될 수도 있다.) 

만약, 압전 스위치를 수 차례 눌러도 대전이 되지 않거나, 

또는 한 차례만 대전시켜도 기름 방울이 너무 빨리 움직이

거나, 압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기름 방울이 모두 사라지

는 등 과다하게 대전될 경우에는 조교에게 문의하여 장비

를 점검 받는다. 

 

 

Note 
 

이 실험의 목적은 적절한 조건을 가진 단 한 개의 기

름 방울의 운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분무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너무 많은 방울이 보이기 때문에 실험에 방

해가 될 수 있다. 

 

 분무기의 기능은 다음의 두 가지 이며, 상황에 따라 

분사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① 기름 방울을 만든다. 분무기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

용하므로, 신속히 분사해야 기름 방울이 분사된다. 

 

② 분무기의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챔버 내부에 분사

된 기름 방울을 극판 사이로 밀어 넣는다. 따라서, 공

기 압력으로 기름 방울이 적절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

도록, 힘을 조절하여 천천히 분사해야 한다. 

 

기름이 과도하게 주입될 경우, 기름 방울이 들어가는 

구멍이 막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원장치를 끈 후 

챔버를 분해하여 기름을 닦아낸 후 실험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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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기름 방울 선택 
 

(1) 결과 분석에 적합한 기름 방울을 찾는다. 

 

 실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실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정된 시간에 실험을 완료해야 하므로 다음을 참

고하여 기름 방울을 선택한다. 

 

 다음의 그래프는 𝑉𝑉 = 300 V, 𝑑𝑑 = 0.0074 m, 𝜌𝜌 = 886 kg m3⁄ , 

𝜂𝜂 = 1.862 × 10−5 Pa ∙ s (𝑇𝑇 = 25℃) 의 조건에서 식(8)을 계산 

결과이며, 기름 방울의 전하량에 따라 0.5 mm  낙하 또는 

상승하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의 시간은 실험 조

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기름 방울 선택 시 참고 자

료로만 활용한다.  

 

 예를 들어 0.5 mm 낙하하는데 15 초가 소요되는 기름 방

울을 선택하였다면,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이 방울이 다시 

0.5 mm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하량이 2𝑒𝑒, 3𝑒𝑒, 4𝑒𝑒, 5𝑒𝑒 일 경

우 각각 대략 15.7 초, 7.7 초, 5.1 초, 3.6 초가 소요될 것이다. 

전하량이 1𝑒𝑒  일 경우 이론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서 측정할 

수 없다. 전하량이 6𝑒𝑒  이상일 경우에는 너무 빨리 상승하

여 시간을 측정할 때의 오차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또한 시간 차이도 크지 않아서 전하량을 구분하기 어

려우므로 결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mm  낙하하는데 5 초가 소요되는 기름 방울은 전하량 

6𝑒𝑒, 7𝑒𝑒, 8𝑒𝑒, 9𝑒𝑒, 10𝑒𝑒 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며, 0.5 mm 상승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대략 38.4 초, 15.7 초, 9.9 초, 

7.2 초, 5.7 초이다. 

  

 낙하 시간이 긴 (크기가 작아서 낙하 속도가 느린) 기름 

방울을 선택할 경우 전하량이 작은 기름 방울의 결과 분석

은 용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하량이 큰 기름 방울의 경우 측정 오차가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친다. 낙하 시간이 짧은 (크기가 커서 낙하 속도가 

빠른) 기름 방울을 선택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승 시간이 증

가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의 영향이 작아져서 큰 전하량을 

분석하기에 유리하지만, 작은 전하량의 기름 방울은 상승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또는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 거리 0.5 mm 를 기준으로 낙하 시간이 5~20

초가 소요되는 것 중에서 상승 시간이 5 초 이상 소요되는 

기름 방울을 선택하면 전하량이 1𝑒𝑒 ~ 10𝑒𝑒  인 기름 방울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험 시간이 충분할 경우, 기름 방울의 이동 거리를 

1.0 mm 기준으로 측정하면 소요 시간이 2 배가 되기 때문

에 측정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측정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측정 중 기름 방울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측정에 방해

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험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이동 

거리를 선택한다. 

 

 만약 너무 많은 기름 방울이 보일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 

떨어져 사라지거나 전기장을 걸어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

지 기다린다. 기름 방울의 전하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추가로 대전시키거나 챔버를 분해하여 기름 방

울을 제거한 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실험에 적합한 크기와 전하를 가진 기름 방울을 발견하면, 

현미경의 초점을 해당 기름 방울에 맞춰 조정한다. (기름 

방울이 선명한 점으로 보일 때가 최적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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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기름 방울 속도 측정 
 

 실험에 적합한 기름 방울을 찾으면, 방울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거리 A~B 또는 A~C 를 이

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한다. 한 눈금의 거리

는 0.1mm 이므로, A~B 는 0.5mm, A~C 는 1.0mm 이다. 

 

 

 

(1)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하는 기름 방울

이 위치 A 를 지나가는 순간 초시계를 시작한다. 

 

(2) 기름 방울이 B 또는 C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경과 시

간을 측정하고, 동시에 전기장을 인가한다. (초시계의 [Lap] 

기능을 사용한다.) 

 

(3) 상승하는 기름 방울이 위치 A  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경과 시간을 측정하고, 동시에 전기장을 제거한다. 

 

 

 

(4) 순서(2)~(3)을 5~10 회 반복한다. 

 

 이동거리(m) 낙하시간(s) 상승시간(s) 

1    

2   

3   

4   

5   

…   

평균    

 

 

(5) 기름 방울의 평균 낙하 속도 및 상승 속도를 계산한다. 

 

𝑘𝑘𝑓𝑓 =  _______________  (m/s)  

𝑘𝑘𝑟𝑟 =  _______________  (m/s)  

 

 

(6) 식(8)을 사용하여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계산한다. 

 

 𝑞𝑞 = 18𝜋𝜋
𝑑𝑑
𝑉𝑉
�
𝜂𝜂3𝑘𝑘𝑓𝑓3

2𝜌𝜌𝘨𝘨 �1 +
𝑘𝑘𝑟𝑟
𝑘𝑘𝑓𝑓
� (8) 

 

 𝑉𝑉 : 전극 사이의 전위차 (_______ V) 

 𝑑𝑑 : 전극 사이의 거리 (______ m) 

 𝜌𝜌 : 기름의 밀도 (886 kg m3⁄ ) 

 𝘨𝘨 : 중력가속도 (9.8 m s2⁄ ) 

 𝜂𝜂 : 공기의 점도 (_______ Pa ∙ s) 

 𝑘𝑘𝑓𝑓 : 기름방울의 낙하속도 (______ m s⁄ ) 

 𝑘𝑘𝑟𝑟 : 기름방울의 상승속도 (______ m s⁄ ) 

 

 만약, 전하량이 너무 크면, 다음 실험에는 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는 기름 방울을 선택한다. 

 

 

Note 
 

 실험 중 기름 방울의 상승 속도가 갑자기 바뀔 수 있

다. 이는 기름 방울의 전하량이 바뀌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데

이터는 결과 분석에 부적절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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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기름 방울 전하량 변경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동일한 기름 방울

의 전하량을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것이 좋다. Step5 에서 

관찰하던 기름 방울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동일한 기름 방

울의 전하량을 바꾼 후 실험을 계속한다. 

 

(1) 기름 방울이 관찰 가능한 범위의 아랫부분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린다. (전기장을 반대로 가해서 강제로 끌어내려

도 된다.) 

 

(2) 전기장을 가해서 기름 방울을 상승시킨다. 

 

(3) 압전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바꾼다. 

 

 기름 방울의 상승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전하량이 바뀐 

것이다. 

 

(4) Step5 의 순서에 따라 측정을 반복한다. 

 

(5) 동일한 기름 방울을 사용해서 계속 실험이 가능할 경우, 

Step6 를 반복한다. 

 

 

 

Step7. 다른 기름 방울의 전하량 측정 
 

 다른 기름 방울을 사용하여, Step1~6 을 반복한다.  

 

 Step 5~7 을 진행하여, 적어도 20 개 이상의 기름방울(전하)

에 대해 측정을 반복한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Step8. 결과 분석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기본 전하량을 결정한다. 다양한 분

석 기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험 데

이터가 충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기본 전하량을 예측할 수 있다. (실험 데이터가 적을 경우 

이 분석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다.) 

 다음 그래프는 200 개의 기름 방울에 대해서 전하량을 측

정한 결과이다. 청색선은 이론값이며 적색점이 측정값이다. 

실험을 반복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오차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정규 분

포에 따라 편차가 있는 측정값을 얻게 된다. 따라서, 측정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으

로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청색 막대는 전하량을 일정한 구간으

로 구분한 후 각 구간에 해당하는 측정값의 개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histogram)이다. 이 결과로부터 측정값이 주기적

인 특정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에 따라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적색 점선 그래프와 같이 데이터 

피팅(data fitting) 기법을 사용하여 이 분포를 잘 표현하는 

함수를 구하면, 실험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실험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 과정은 [부록]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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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도 (Viscosity) 
 

 공기의 점도 𝜂𝜂  는 서덜랜드의 공식(Sutherland’s formula)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𝜂𝜂 = 𝜂𝜂0
𝑇𝑇0 + 𝐶𝐶
𝑇𝑇 + 𝐶𝐶 �

𝑇𝑇
𝑇𝑇0
�
3
2
 

 
 

 

 𝐶𝐶 : 서덜랜드 상수 

 𝑇𝑇 : 측정온도 (K) 

 𝑇𝑇0 : 기준온도 (K) 

 𝜂𝜂0 : 기준점도 (Pa ∙ s) (온도 𝑇𝑇0 에서의 점도) 

 

 이 식은 서덜랜드가 기체 분자를 서로 약한 인력을 작용

하는 강체로 가정하여 유도한 공식으로, 간단하면서도 비교

적 잘 맞는다. 건조한 공기에 대해 𝜂𝜂0 = 1.827 × 10−5 Pa ∙ s, 

𝑇𝑇0 = 291.15 K, 𝐶𝐶 = 120 이다. 

 

 

 

2. 서미스터 (Thermistor)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소자이다. 따라서, 

멀티미터 등을 이용하여 서미스터의 저항을 측정하면, 측정 

시점의 온도를 알 수 있다. 10 kΩ 서미스터는 25℃ 에서 저

항이 10 kΩ 이며, 온도별 저항값은 다음 표와 같다. 

 

온도 

(℃) 

저항 

(kΩ) 

온도 

(℃) 

저항 

(kΩ) 

온도 

(℃) 

저항 

(kΩ) 

0 27.616 26 9.6306 36 6.6859 

5 22.266 27 9.2768 37 6.4535 

10 18.066 28 8.9879 38 6.2304 

15 14.748 29 8.6132 39 6.0162 

20 12.110 30 8.3020 40 5.8104 

21 11.650 31 8.0037 45 4.8965 

22 11.210 32 7.7177 50 4.1454 

23 10.789 33 7.4435 60 3.0106 

24 10.386 34 7.1805 80 1.6669 

25 10.000 35 6.9281 100 0.97771 

 

3. 데이터 분석 
 

 실험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다음은 200 개의 기름 방울의 전하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전하량이 12 × 10−19 C  이상인 데이터는 측정 오차가 상대

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No. 𝑞𝑞  
(× 10−19) 

No. 𝑞𝑞  
(× 10−19) 

No. 𝑞𝑞  
(× 10−19) 

No. 𝑞𝑞  
(× 10−19) 

No. 𝑞𝑞  
(× 10−19) 

1 3.531 41 9.307 81 9.944 121 6.392 161 3.440 

2 5.073 42 1.531 82 9.147 122 3.063 162 9.108 

3 10.682 43 4.265 83 6.113 123 11.549 163 9.667 

4 3.196 44 1.894 84 11.253 124 3.262 164 9.392 

5 9.814 45 6.676 85 6.434 125 3.304 165 9.706 

6 7.564 46 6.576 86 9.316 126 4.485 166 1.310 

7 1.524 47 9.486 87 11.345 127 11.141 167 5.176 

8 9.415 48 1.804 88 5.300 128 11.163 168 4.914 

9 6.698 49 3.650 89 7.686 129 5.983 169 6.085 

10 8.377 50 11.126 90 6.215 130 5.154 170 9.567 

11 3.335 51 1.342 91 3.139 131 2.863 171 10.952 

12 4.818 52 6.491 92 9.944 132 4.978 172 4.399 

13 7.682 53 6.288 93 3.752 133 5.289 173 3.050 

14 9.362 54 3.491 94 9.834 134 11.228 174 4.452 

15 1.399 55 6.319 95 1.552 135 8.476 175 1.499 

16 6.674 56 10.890 96 9.198 136 6.276 176 10.055 

17 1.590 57 7.607 97 9.546 137 3.297 177 7.870 

18 3.430 58 1.081 98 4.727 138 1.283 178 8.071 

19 8.024 59 11.260 99 9.722 139 3.536 179 4.521 

20 10.045 60 3.313 100 8.142 140 3.181 180 2.777 

21 6.356 61 5.106 101 7.990 141 9.900 181 10.925 

22 1.010 62 9.749 102 8.502 142 9.149 182 3.292 

23 1.670 63 6.577 103 9.369 143 3.569 183 4.326 

24 1.254 64 3.636 104 6.730 144 4.993 184 10.047 

25 10.089 65 8.569 105 6.215 145 10.891 185 1.994 

26 11.158 66 11.731 106 9.928 146 7.661 186 11.221 

27 11.096 67 8.134 107 9.782 147 6.123 187 6.480 

28 9.145 68 4.332 108 4.996 148 11.630 188 8.093 

29 10.808 69 7.595 109 2.122 149 2.663 189 4.788 

30 9.805 70 3.072 110 1.805 150 9.834 190 9.311 

31 6.001 71 1.894 111 3.100 151 4.772 191 6.287 

32 7.967 72 6.204 112 1.704 152 9.502 192 2.482 

33 7.777 73 8.201 113 7.964 153 5.007 193 9.542 

34 6.508 74 11.333 114 2.666 154 8.070 194 8.394 

35 11.220 75 6.911 115 3.175 155 5.922 195 9.636 

36 9.850 76 5.846 116 1.523 156 10.345 196 1.837 

37 4.726 77 9.901 117 4.894 157 1.676 197 10.184 

38 6.859 78 7.836 118 4.955 158 11.065 198 5.772 

39 5.254 79 9.453 119 8.189 159 10.612 199 9.505 

40 6.237 80 11.339 120 1.002 160 11.125 200 9.567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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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값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x 축은 측

정한 기름방울의 일련번호이며, y 축은 측정한 전하량이다. 

적색 점은 측정값의 분포를 나타내며, 이론적인 전하량 𝑛𝑛𝑒𝑒 

를 측정값과 비교하기 위해 청색 선으로 표기하였다. 

 

 
 

 적절한 분석을 위한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작성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를 일정한 구간(계급)으로 나눈 후 각 구간

에 속하는 포함되는 데이터의 개수(도수)를 정리한 도수분

포표를 작성해야 한다. 계급의 크기는 표본 데이터의 수와 

분포를 고려하여 통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규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고

자 계급의 크기를 기본 전하량의 1/10 즉 0.1602(× 10−19) 

로 단순하게 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크기의 구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의 데이터 개수를 세어 도수분포표와 히스

토그램을 작성한다. 

 

계급 도수 

0 0 

0.1602 0 

0.3204 0 

…  

1.4418 4 

1.602 6 

1.7622 3 

…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 과

정을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 엑셀 사용 방법은 엑셀

2016 이전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히스토그램 차트를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도 아래의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다.) 

 

 엑셀에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석도구를 추

가로 설치해야 한다. [파일] > [옵션] > [추가 기능] > [분석 도

구]를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사용 가능한 추가 기능 목록이 표시되면 [분석 도구]를 체

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 

메뉴가 추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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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전에 계급 구간을 미

리 입력한다. 앞에서 설명한 크기로 계급을 미리 입력한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고 [히스토그램]을 선택한다. 

 

 

 [입력 범위]는 측정한 전하량 데이터, [계급 구간]은 미리 

설정한 계급, [출력 범위]는 도수분포표가 출력될 셀을 입력

한다. [차트 출력]을 체크하면 히스토그램 차트가 자동으로 

함께 생성된다. 

 

 다음과 같이 전하량에 대한 도수분포표가 지정한 F-G 열

에 표시되고 히스토그램 차트가 그려진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로 히스토그램에 대한 최적 

함수를 구해야 한다. 엑셀은 비교적 단순한 최적 함수를 찾

을 때에는 유용하지만 정규분포 곡선과 같은 복잡한 함수

에 대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엑셀은 도수분포

표를 얻기 위한 과정까지만 활용한다. 

 

 

 

 히스토그램의 최적 함수를 찾는 데이터 피팅(data fitting) 

과정은 MATLAB, Origin 과 같은 분석 전용 프로그램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agicPlot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magicplot.com 에서 기능이 제한된 학생용 버전을 무

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과정은 MigicPlo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MagicPlot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Java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지 않

으면 프로그램 실행 시 설치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Jav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관련 프로그

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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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Plot 을 실행한 후 [New Table]을 생성하고, 앞의 과

정에서 얻은 도수분포표 데이터를 테이블에 입력한다. A 열

은 계급(구간), B 열은 도수(데이터 개수)를 입력한다. (엑셀

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도수가 입력된 B 열을 클릭하여 지정한 후, [Create Fit Plot]

에서 [Line & Marker]를 선택하여 그래프를 생성한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성될 것이다. 

 

 환경설정 창의 [Line & Markers] 탭에서 [Line]을 [Vert Bars]

로 선택하고 [Fill]을 체크하면 히스토그램 형태의 그래프로 

변경된다. 

 
 

 

 그래프 오른쪽의 [Fit Curves] 탭에서 [Add] 버튼을 누른 

후 [Gaussian]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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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함수 그래프가 생성되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원

을 드래그하여 그래프의 위치와 폭을 조정한다. (최적 함수

는 이후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대략적

인 위치만 맞추면 된다.) 

 

 

 

 

 다시 [Add]-[Gaussian]을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의 그래프

를 생성한 후 대략적인 위치에 배치한다. 아래에서는 7 회 

반복하여, 총 7 개의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생성하고 배치

하였다. 

 

 

 

 

 [Fit by Sum]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함수 정보

를 바탕으로 최적 함수를 자동으로 찾는다. 

 

 

 

 각각의 정규분포 곡선의 평균(중앙값)은 오른쪽 메뉴에서 

적절한 곡선을 선택한 후 아래의 함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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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의 안내에 따라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실험을 완료하면 그림과 같이 실험 장비를 정리한 후 조교의 확인을 받고 퇴실한다. 

 

□ 실험용 컴퓨터에 저장한 실험 데이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운다. 

□ 컴퓨터를 끈다. 

□ 전원 공급기의 전압을 0 V 로 조정한 후 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외부 전원에서 분리한다. 

□ 램프 전원 어댑터를 외부 전원에서 분리한다. 

□ 챔버 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위치에 조립하여 보관한다. 

□ 초점 조절핀을 적절한 위치에 돌려 끼운다. 

□ 오일 분무기는 거치대에 삽입하여 보관한다. (기울어질 경우 작은 흡기구로 오일이 흘러나올 수 있다.) 

□ 고전압 전선은 연결한 상태로 보관한다. (배선 연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선을 빼지 않는다.) 

 
 

Result & Discussion 

End of Lab 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