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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전자의 𝑒𝑒/𝑚𝑚 
 

 

 

 
 

 자기장과 전기장이 작용할 때 전자의 운동을 관찰하고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을 측정한다. 

 

 

 
 

 
 

 1897 년 톰슨은 그림 1 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진공관 내의 가열된 

음전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극 𝐴𝐴, 𝐴𝐴′ 사이의 전위차 𝑉𝑉 에 

의해 가속된 후, 전기장과 자기장이 작용하는 전극 𝑃𝑃 , 𝑃𝑃′ 

사이를 통과하여 스크린에 도달한다. 스크린의 발광 물질은 

전자가 충돌하면 빛을 방출한다. 따라서, 발광하는 위치를 

관찰하여 전자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Fig 1 Thomson’s apparatus for measuring the ratio 𝑒𝑒/𝑚𝑚 

for the electron. 

 

 전자의 속력 𝑣𝑣 는 전극에 가해진 가속 전압 𝑉𝑉  로부터 계

산할 수 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1 2⁄ )𝑚𝑚𝑣𝑣2 는 손실된 전

기적 위치 에너지 𝑒𝑒𝑉𝑉  와 같으며 𝑒𝑒  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1
2𝑚𝑚𝑣𝑣

2 = 𝑒𝑒𝑉𝑉      or       𝑣𝑣 = �2𝑒𝑒𝑉𝑉
𝑚𝑚  (1) 

 

 한편, 전극 𝑃𝑃 , 𝑃𝑃′ 사이에서 전기장 𝑬𝑬��⃗  및 자기장 𝑩𝑩��⃗  은 전

자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며, 𝑬𝑬��⃗  와 𝑩𝑩��⃗  의 방향도 

서로 수직이다. 𝑃𝑃 , 𝑃𝑃′  사이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𝑬𝑬��⃗  와 𝑩𝑩��⃗  

를 적절히 조절하면, 전자는 직선 운동을 하여 스크린의 중

앙에 도달한다. 

 

 이 때, 전자의 속력 𝑣𝑣  와 전기장 𝐸𝐸  및 자기장 𝐵𝐵  사이의 

관계는 ∑𝐹𝐹 = −𝑞𝑞𝐸𝐸 + 𝑞𝑞𝑣𝑣𝐵𝐵 = 0 로부터 다음과 같다. 

 

 𝑣𝑣 =
𝐸𝐸
𝐵𝐵 (2) 

 

따라서, 식(1), (2)로부터 다음의 식이 유도된다. 

 

 𝐸𝐸
𝐵𝐵 = �2𝑒𝑒𝑉𝑉

𝑚𝑚       or       
𝑒𝑒
𝑚𝑚 =

𝐸𝐸2

2𝑉𝑉𝐵𝐵2 (3) 

 

Objec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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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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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Magnetic Field (p.907~911) 

27.4 Motion of Charged Particles in a Magnetic Field (p.914~917) 

27.5 Applications of Motion of Charged Particle (p.918~920) 

28.5 Magnetic Field of a Circular Current Loop (p.954~957) 

----------------------------------------------------------------------------- 



 

 

 

General Physics Lab (International Campus) 
 Department of PHYSICS 
  YONSEI University 

Lab Manual 

 𝑒𝑒/𝑚𝑚 of Electron 
Ver.20180903 

Lab Office 
(Int’l Campus) 

Room 301, Building 301 (Libertas Hall B), Yonsei University 
85 Songdogwahak-ro, Yeonsu-gu, Incheon 21983, KOREA  (☏ +82 32 749 3430) Page 2 / 9 

 식(3)의 오른쪽 항은 모두 측정 가능한 값이므로, 전자의 

전하량 𝑒𝑒  와 질량 𝑚𝑚  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전하량과 질량을 각각 측정할 수는 없다. 

 

 톰슨 실험의 중요한 점은, 물리량 𝑒𝑒/𝑚𝑚 에 대한 유일한 값

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값은 전극의 물질이나 진공관 내

의 가스 또는 실험에 관련된 어떠한 요인과 상관없이 동일

했다. 이 결과는 지금은 전자라고 부르는 이 입자가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톰슨

은 전자의 첫 발견자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자의 𝑒𝑒/𝑚𝑚 값은 다음과 같다. 

 

 𝑒𝑒/𝑚𝑚 = 1.758820150(44) × 1011 C/kg  

 

 

 톰슨이 𝑒𝑒/𝑚𝑚 측정 실험을 실행하고 15 년이 지난 후, 밀리

컨은 대전된 기름 방울의 운동을 관찰하여 전자의 전하량

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로부터 전자의 질량도 계

산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자의 정확한 질량과 전

하량은 다음과 같다. 

 

 𝑚𝑚 = 9.10938215(45) × 10−31 kg  

 𝑒𝑒 = 1.602176487(40) × 10−19 C  

 

 

 

 

 

 

 이 실험에서는 톰슨의 실험과 다른 방법으로 전자의 𝑒𝑒/𝑚𝑚 

을 측정한다. 그림 2(a)와 같이 일정한 자기장 𝐵𝐵 가 작용하

는 공간에서 이동하는 전하는 반경 𝑅𝑅 인 원형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력 𝑣𝑣  로 움직인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의 

𝑒𝑒/𝑚𝑚 을 측정한다. 

 

 자기장 𝑩𝑩��⃗  에서 속도 𝒗𝒗��⃗  로 움직이는 전하량 𝑞𝑞  인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과 같다. 

 

 𝑭𝑭��⃗ = 𝑞𝑞𝒗𝒗��⃗ × 𝑩𝑩��⃗  (4) 

 

 

 일반적으로 일정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자는 식(4)

에 따라 자기력선을 감싸는 나선형의 궤도를 따라 운동한

다. 만약 전자가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전자

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과 같다. 

 

 𝐹𝐹𝐵𝐵 = 𝑒𝑒𝑣𝑣𝐵𝐵 (5) 

 

 따라서 전자는 항상 전자의 속도에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으며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한편, 반경 𝑅𝑅 의 원형 경로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

동을 하는 물체에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반경 𝑅𝑅 인 

원형 궤도를 속도 𝑣𝑣  로 운동하는 질량 𝑚𝑚  의 전자에 작용

하는 구심력은 다음과 같다. 

 

 𝐹𝐹𝐶𝐶 = 𝑚𝑚
𝑣𝑣2

𝑅𝑅  (6) 

 

 자기력이 원운동을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므로 𝐹𝐹𝐵𝐵 = 𝐹𝐹𝐶𝐶 

이다. 따라서 식(5), (6)으로부터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𝑒𝑒𝑣𝑣𝐵𝐵 = 𝑚𝑚
𝑣𝑣2

𝑅𝑅     or        
𝑒𝑒
𝑚𝑚 =

𝑣𝑣
𝐵𝐵𝑅𝑅 (7) 

 

 

 

 

 

 
 

Fig 2 A charged particle moves in a plane perpendicular to 
a uniform magnetic field 𝑩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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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장은 헬름홀츠 코일에 

의해 생성된다. 헬름홀츠 코일의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일 원형 도선의 자기장을 계산해야 한다. 그림 3 과 

같이 전류  𝐼𝐼 가 흐르는 반경 𝑎𝑎 인 원형 도선의 중심  𝑥𝑥 축 

상의 자기장이 다음과 같다. (유도 과정은 교재 또는 [자기

장 측정] 실험 매뉴얼을 참고한다.) 

 

 𝐵𝐵𝑥𝑥 =
𝜇𝜇0𝐼𝐼𝑎𝑎2

2(𝑥𝑥2 + 𝑎𝑎2)3 2⁄  (8) 

 

 원형 도선으로 그림 4 와 같이 감은수 𝑁𝑁 인 원형 코일 2

개를 만든 후, 코일 사이의 간격을 코일의 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면, 두 코일 사이의 공간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

성된다. 이를 헬름홀츠 코일(Helmholtz coil)이라고 한다. 

 

 식(8)로부터, 그림 4 의 감은수 𝑁𝑁 의 두 원형 코일에 의한 

𝑥𝑥 축 상에서의 자기장은 각각 다음과 같다. 

 

 left coil: 𝑥𝑥 → 𝑥𝑥 +
𝑎𝑎
2 ⇒ 𝐵𝐵l =

𝜇𝜇0𝑁𝑁𝐼𝐼𝑎𝑎2

2((𝑥𝑥 + 𝑎𝑎 2⁄ )2 + 𝑎𝑎2)3 2⁄  (9) 

 

 right coil: 𝑥𝑥 → 𝑥𝑥 −
𝑎𝑎
2 ⇒ 𝐵𝐵r =

𝜇𝜇0𝑁𝑁𝐼𝐼𝑎𝑎2

2((𝑥𝑥 − 𝑎𝑎 2⁄ )2 + 𝑎𝑎2)3 2⁄  (10) 

 

 따라서, 헬름홀츠 코일의 중심축 상에서의 총 자기장은 다

음과 같다. 

 

 
𝐵𝐵 =

𝜇𝜇0𝑁𝑁𝐼𝐼𝑎𝑎2

2 �
1

((𝑥𝑥 + 𝑎𝑎 2⁄ )2 + 𝑎𝑎2)3 2⁄

+
1

((𝑥𝑥 − 𝑎𝑎 2⁄ )2 + 𝑎𝑎2)3 2⁄ � 
(11) 

 

 

 
Fig 3 Magnetic field on the axis of a circular loop. 

 

 식(11)에 𝑥𝑥 = 0  을 대입하면, 코일 사이의 중심에서의 자

기장을 구할 수 있다. 

 

 𝐵𝐵 = �
4
5�

3 2⁄ 𝜇𝜇0𝑁𝑁𝐼𝐼
𝑎𝑎  (12) 

 

한편, 식(11)에서 𝑥𝑥 = 0 일 때 𝑑𝑑𝐵𝐵/𝑑𝑑𝑥𝑥 = 0, 𝑑𝑑2𝐵𝐵/𝑑𝑑𝑥𝑥2 = 0 이

므로, 중심축 근처에서 자기장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

림 4 와 같이 헬름홀츠 코일 내부의 넓은 영역에서 자기장

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식(1), (7), (12)로부터, 헬름홀츠 코일 내부에서 전

압 𝑉𝑉 로 가속된 전자가 반경 𝑅𝑅 의 원형 경로를 따라 이동

할 때, 𝑒𝑒/𝑚𝑚 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𝑒𝑒
𝑚𝑚 =

2𝑉𝑉
𝐵𝐵2𝑅𝑅2 =

2𝑉𝑉(5 4⁄ )3𝑎𝑎2

(𝑁𝑁𝜇𝜇0𝐼𝐼𝑅𝑅)2  (13) 

 

𝑉𝑉 (V) : 가속 전압 

𝑎𝑎 = 0.14 (m) : 코일의 반경 또는 코일 간의 거리 

𝑁𝑁 = 140 : 각 코일의 감은 수 

𝜇𝜇0 = 4π × 10−7 (T ⋅ m/A) :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𝐼𝐼 (A) : 코일에 흐르는 전류 

𝑅𝑅 (m) : 전자 경로의 반경 

 

 

 

 

 

 

 
Fig 4 (a) Helmholtz coil (b) Magnetic field lines produced 

by current in a Helmholtz coil (c) Contours showing 
magnitude of the magnetic field near the coil pair. 
Inside the central ‘octopus’ the field is within 1% of 
its central value 𝐵𝐵0. The eight contours are for field 
magnitudes of 0.5𝐵𝐵0, 0.8𝐵𝐵0, 0.9𝐵𝐵0, 0.95𝐵𝐵0, 
0.99𝐵𝐵0, 1.01𝐵𝐵0, 1.05𝐵𝐵0, and 1.1𝐵𝐵0.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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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장비 

 
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𝑒𝑒/𝑚𝑚 장치 

 

1 
 전원 공급기 4 종, 𝑒𝑒/𝑚𝑚 진공관 및 헬름홀츠 코일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실험 장치이다. 

 

2. 주요 장비 기능 및 작동 원리 

 

(1) 𝒆𝒆/𝒎𝒎 실험 장치 

 
 ① 전원 공급기 조정부 및 표시부 

  -  𝑒𝑒/𝑚𝑚 진공관 필라멘트 (열전자 방출) 전원 : 6.3V AC 

  -  𝑒𝑒/𝑚𝑚 진공관 전극 (전자 가속) 전원 : 0~300V DC 

  -  헬름홀츠 코일 (자기장 생성) 전원 : 0~1.5A DC 

  -  편향판 (전기장 생성) 전원 : 0~250V DC 

 ② 𝑒𝑒/𝑚𝑚 진공관              ④ 자, 거울 

 ③ 헬름홀츠 코일            ⑤ 암실 케이스 

 

 

(2) 전원 공급기 

 

 

 ① 전원 스위치 

 ② 헬름홀츠 코일 전류 공급 스위치 (전류 방향 변경) 

 ③ 헬름홀츠 코일 전류 조정손잡이 

 ④ 헬름홀츠 코일 전류계 

 ⑤ 전자 가속 전압계 

 ⑥ 전자 가속 전압 조정손잡이 

 ⑦ 편향판 전압 공급 스위치 (전기장 방향 변경) 

 ⑧ 편향판 전압 조정손잡이 

 

(3) 𝒆𝒆/𝒎𝒎 진공관  

 

 전자총(electron gun)의 히터(heater)를 가열하면 음극

(cathode)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 전자는 양극(anode)과 

음극 사이에서 높은 전위차의 가속 전압(acceleration volt-

age) 𝑉𝑉  에 의해 가속되어 전자총 끝으로 방출된다. 이 전

자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진공관 내부가 낮은 압력의 헬

륨 가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헬륨 원자와 충돌

할 때 방출되는 가시광선을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전자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편향판(deflection plates)은 전자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형성하여 전자가 음전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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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전자의 𝒆𝒆/𝒎𝒎 측정 
 

 

 
 

 

(1) 장비의 모든 설정을 초기화한다. 

 

 장비의 전원을 켜기 전에, ②, ⑦을 [OFF]로 설정하고, 전

원 출력을 0 으로 변경한다. (③, ⑥, ⑧을 시계 반대 방향으

로 끝까지 돌린다.) 

 

 

 

(2) 장비의 전원을 켠다. 

 

 스위치 ①을 사용하여 장비의 전원을 켜면, 전자총의 음극

에 6.3V 의 전원이 인가되고, 음극이 가열되어 열전자가 방

출된다. 음극이 충분히 가열될 때까지 5 분 정도 기다린다. 

 

 

 

(3) 가속 전압을 천천히 증가시킨다.  

 

 전압 설정값은 순서(9)를 참고한다. 조정손잡이 ⑥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 가속 전압이 증가한다. 가속 전압

이 충분히 증가하면 전자빔이 관찰된다. 

 

 
 

(4) 헬름홀츠 코일에 전류를 공급한다. 

 

 전류 설정값은 순서(9)를 참고한다. 스위치 ②를 [Clock-

wise]로 설정한 후, 조정손잡이 ③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 헬름홀츠 코일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헬

름홀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사이의 공간에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전자의 경로가 바뀐다. 

 

 전류가 2.0 A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전자빔의 경로를 조정한다. 

 

 전자의 경로와 자기장의 방향이 정확히 수직이 되지 않으

면, 그림과 같이 전자의 경로가 나선형을 그리게 된다. 진

공관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진공관의 각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전자의 경로가 원

형을 이루게 조정한다. 

 

 
 

 

 

 

 
 

Procedure 

Caution 
 

 진공관은 깨지기 쉬우므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공관 소켓을 만지면 감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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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빔 경로의 반경 𝑅𝑅 을 측정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실제 전자빔과 거울에 반사된 전자빔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원근에 따른 시차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을 참고하여 반경을 측정한다. 

 

 ① 시선을 원의 좌측 면이 일직선 상에 있거나 겹치는 곳

으로 이동하여 자의 눈금을 읽는다. 

 

 ② 시선을 원의 우측 면이 일직선 상에 있거나 겹치는 곳

으로 이동하여 자의 눈금을 읽는다. 

 

 ③ 두 눈금의 차이가 원의 반경 𝑅𝑅 의 두 배가 된다. 

 

 

 

(7) 실험을 반복한다. 

 

 전자의 가속 전압 𝑉𝑉  와 헬름홀츠 코일의 전류 𝐼𝐼  를 변경

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 경로의 반경 𝑅𝑅 을 측정한다. 

 

 

 

 

 

(8) 전자의 𝑒𝑒 𝑚𝑚⁄  을 계산한다. 

 

 
𝑒𝑒
𝑚𝑚 =

2𝑉𝑉
𝐵𝐵2𝑅𝑅2 =

2𝑉𝑉(5 4⁄ )3𝑎𝑎2

(𝑁𝑁𝜇𝜇0𝐼𝐼𝑅𝑅)2  (13) 

 

𝑉𝑉 (V) : 가속 전압 

𝑎𝑎 = 0.14 (m) : 코일의 반경 또는 코일 간의 거리 

𝑁𝑁 = 140 : 각 코일의 감은 수 

𝜇𝜇0 = 4π × 10−7 (T ⋅ m/A) :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𝐼𝐼 (A) : 코일에 흐르는 전류 

𝑅𝑅 (m) : 전자 경로의 반경 

 

 

 

 

 

 

(9) 결과를 정리하고 오차를 분석한다. 

 

 𝑉𝑉 (V) 𝐼𝐼 (A) 𝑅𝑅 (m) 𝑒𝑒/𝑚𝑚 

1 150 1.00   

2 150 1.25   

3 150 1.50   

4 175 1.00   

5 175 1.25   

6 175 1.50   

7 200 1.00   

8 200 1.25   

9 200 1.50   

10 225 1.00   

11 225 1.25   

12 225 1.50   

Averag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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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자기장에 의한 전자의 운동 
 

 전자의 이동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이 아닐 때, 전

자의 운동을 관찰한다. 

 

(1) 전자빔의 경로를 조정한다. 

 

 진공관을 5°~10°  정도 돌려서, 자기장에 대한 전자의 이

동 각도를 변경한다. 

 

 
 

(2) 전자빔의 경로를 관찰한다. 

 

 가속전압을 𝑉𝑉 = 100 ~ 150 V , 헬름홀츠 코일의 전류를 

𝐼𝐼 = 1.5 ~ 1.7 A 로 설정한 후, 전자의 운동을 관찰하고 자기

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험 완료 후, 진공관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현상 

 

 

 

분석 

 

 

 

 

 

 

실험 3. 전기장에 의한 전자의 운동 
 

 편향판(deflection plates)을 사용하여, 전기장에 의한 전자

의 운동을 관찰한다. 

 

 
 

(1) ②, ③을 조정하여, 헬름홀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차

단한다.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게 한다.) 

 

(2) ⑥을 조정하여 가속 전압을 𝑉𝑉 = 150 V 로 설정한다. 

 

(3) ⑦, ⑧을 조정하여, 편향판 사이에 전기장을 변경한다. 

 

 
 

 

(4) 전기장이 작용할 때 전자의 운동을 관찰하고, 전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상 

 

 

 

분석 

 

 

 

 

 

  

Caution 
 

 진공관은 깨지기 쉬우므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공관 소켓을 만지면 감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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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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을 켜거나 끄기 전에 반드시 전압 및 전류를 0 으로 변경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 장비를 계속 켜 놓을 경우 전자총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실험 완료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 진공관은 깨지기 쉬우므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진공관 소켓이나 전기 단자를 만지면 감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Result & Discussion 

End of Lab 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