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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면 측정
　

1. 실험 목적
  등전위면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한다.

2. 이론
  전위차를 가진 두 전극 사이에는 항상 전기장이 존재한다. 공간 속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

전하량 의 대전입자가 전기장 내에서 전기력(Fe)을 받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E )은 

EFeq로 정의된다. 한 편 그 지점의 전위 는 단위 전하 당 전기적 위치에너지로 정

의된다. 이 위치에너지는 중력장에서의 위치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며, 그 에너지만큼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기장 내에서 전위가 같은 연속분포를 갖는 점들로 이루어진 면을 등전위면(equipotential 

surface)이라고 한다.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등전위면은 전기장 내에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하나의 점전하 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력선은 점전하 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방사하는 모양이며([그림 1] 참고), 등전위면은 점전하 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구면이 된다.

전기쌍극자가 공간에 놓여 있을 때, 전기력선과 등전위면은 [그림 2]와 같이 그릴 수 있다.

  등전위면을 따라 전하가 이동한다면, 전기장이 전하에 한 일은 0이므로, 그 면에 접한 방

향의 전기장의 성분은 0이다. 따라서 전기장은 등전위면을 따르는 변위에 수직이어야 한다. 

이것은 등전위면은 등전위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력선에 항상 수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 하나의 점전하

에 의한 전기력선과 등

전위면 

[그림 2] 크기는 같고, 부호

가 반대인 두 점전하에 의

한 전기력선과 등전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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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conductive paper 코르크판과 고정핀 직류전원장치

막대전극1, 원형전극3 멀티미터와 리드선 집게전선 흑/적색 각 2개

1) Conductive Paper : 탄소를 포함하여 전도성을 띠는 종이

2) 코르크판 : Conductive Paper를 고정시키는 바닥판

3) 고정핀 : 코르크판에 Conductive Paper를 고정시키는데 사용

4) 막대전극, 원형전극 : Conductive Paper 위에 두는 전극

5) 직류전원장치 : 전극의 양단에 전위차를 공급하는 장치

6) 멀티미터 : 전류,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본 실험에서는 전압을 측정

7) 집게전선 : 전극, 직류전원장치, 멀티미터 리드선을 연결할 때 사용

* 주의사항 : 직류전원장치의 초기세팅

전압다이얼은 모두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최소로 둔다.

전류다이얼은 위쪽 다이얼은 최소로, 

아래쪽 다이얼은 최대로 돌려준다. 

power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output 버튼을 누르면 전압이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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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4.1. 2개의 전극 : 원형전극(+)과 막대전극(-) 

[그림 3] Conductive Paper를 코르크판 위에 

고정시킨 모습

   
[그림 4] 원형전극과 막대전극을 각각 자리에 

위치시킨 모습

 1) Conductive Paper를 코르크판 위에 놓고 고정핀을 이용해 paper의 네 모서리를 고정시

킨다[그림 3].

 2) 원형전극과 막대전극을 각각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둔다. [그림4]

 3) 직류전원 장치 +, - 단자에 각각 적색, 흑색 집게 전선을 연결한 후, 원형전극은 +로 막

대전극은 –로 연결한다. [그림5]

[그림 5] 각 전극에 집게 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한 모습

   

[그림 6] 멀티미터의 리드선과 막대전극을 

연결한 모습

 4) 멀티미터의 흑색 리드선과 막대전극을 집게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멀티미터의 전원

을 켜서 직류(DC) 전압 측정 모드로 둔다. [그림6] 

 5) 실험장치 주의사항의 직류전원장치 초기세팅을 한 뒤, output 버튼을 눌러 전압을 인가

한다.

 6) [그림 7]처럼, 멀티미터의 적색 리드선을 conductive paper 위에 대고 위치를 옮겨가며 

막대 전극과의 전압차가 같은 지점을 찾아 표시하여 선으로 연결한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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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멀티미터를 이용해 등전위점을 찾는 

모습

  

 [그림 8] 등전위점을 연결하여 등전위면을 그린 

모습

 7) 위의 6) 과정을 반복하여, 등전위면을 찾아 그린다. 등전위면이 5개 이상 그려지도록 적

당한 간격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다.

4.2. 3개의 전극 : 원형전극2개(+)와 원형전극1개(-) 
 1) 앞의 conductive paper를 코르크판에서 제거하고 다른 conductive paper를 고정한다.

 2) [그림 9]와 같이 세 개의 원형 전극을 세 군데의 꼭지점에 둔다.  [그림 9]처럼 위의 두 

전극에는 +, 아래 한 전극에는 -를 연결한다.

 3) 위의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등전위면을 5개 이상 그린다.

[그림 9] 원형 전극 3개의 위치와 전극과 

직류전원장치 사이의 연결을 나타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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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결과

5.1. 2개의 전극

5.2. 3개의 전극

학과/분반 실험 일시

실험 조 작성자

(Conductive Paper 그림 첨부)

(+,-극을 표시)

(Conductive Paper 그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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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사항
1. Conductive Paper에 전극을 하나만 놓고 (+) 또는 (-)극을 연결한다면 등전위면을 관찰할 

수 있는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적당한 전위차를 만든 다음 전선으로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해준다면 

등전위면을 관측할 수 있는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의 실험과 고찰 사항을 토대로, 등전위면이 가장 밀접한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

엇인가?

4. 위의 4.2 3개의 전극 실험에서 + 전극 하나가 – 전극으로 바뀐다면, 등전위면이 어떻게 

될지 그려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