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험 참여 및 정상 수행 여부, 보고서 복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본 시트를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을 경우, 첨부하였으나 조교 서명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 시트와 결과 보고서의 데이터가 상이할 경우 또는 보고서 복제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점수가 부여되지 않거나 보고서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조교 확인 
TA Signature 

서명을 위조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함 
 

 

Experimental data Recording Sheet 

Millikan Oil Drop Experiment 
Ver.20170901 

수강생 정보 
Student Info. 

소속학과 
Major 

 
학번 

Student ID 
 

성명 
Name 

 

실험 정보 
Expt. Info. 

학정번호-분반 
Course Code - Sec. ex) PHY1001-03 

담당조교명 
TA Name 

 
실험일 

Expt. Date 
 

실험명 
Experiment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 
Millkan Oil Drop Experiment 

공동실험자 
Group Members 

 

1. 반드시 수정할 수 없는 필기구(예:볼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연필 불가) 
2. 측정값을 기재한 후 담당 조교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3.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본 시트를 첨부합니다. 

1. Fill out this sheet with ball point pens or ink-pens only. 
2. Complete this sheet in class and obtain your TA’s signature. 

3. Attach this sheet when submitting your result report. 

▶ 해당 실험 시간 중 작성 → 조교의 확인 서명 요청 → 실험자가 소지하여 실험실 퇴실 →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1. Experimental Conditions 
 

 Values Description 

𝑑𝑑  Separation of Capacitor Plates (Thickness of Spacer) 

𝑅𝑅 (or 𝑇𝑇, or 𝜂𝜂)  Resistance of Thermistor (or Temperature in Chamber, or Viscosity of Air) 

𝜌𝜌 886 kg m3⁄  Density of Oil 

𝑉𝑉  Potential Difference across Capacitor Plates (Output Voltage of Power Supply) 

▶ Output Voltage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별도로 표기합니다. 
 
2. Measured Values 
 

Droplet Number 1 2 3 4 5 
𝑉𝑉 (Output Voltage)      
Fall(Rise) Distanc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1           
2           
3           
4           
5           
…           

 

Droplet Number 6 7 8 9 10 
𝑉𝑉 (Output Voltage)      
Fall(Rise) Distanc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Fall time Rise Time 
1           
2           
3           
4           
5           
…           

 

▶ 본 시트에는 10세트의 결과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기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시 반영합니다. 
  (실험을 10회만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적절한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