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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기전력 측정
　

1. 실험 목적
  긴 솔레노이드 코일에 다양한 크기의 전류와 주파수로 자기장을 형성시킨 후, 이 코일 내

로 삽입되는 2차 코일 양단에서의 유도기전력을 1차 코일의 전류, 1차 코일의 주파수, 2차 

코일의) 감은 수, 2차 코일의 내경 등의 함수로 나타낸다.

2. 이론
  넓이가 인 도체 고리가 자기장  내에 있다고 할 때, 도체 고리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

기선속 는 다음과 같다.

  ⋅ (1)

이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도체 고리에 유도기전력

 


                                    (2)

이 발생한다(패러데이의 유도법칙). 만약 어떤 회로가 같은 넓이를 가진 개의 도체 고리로 

묶여진 코일이고, 가 고리 하나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라면, 기전력은 모든 고리에 의하

여 유도된다. 고리가 한 다발로 묶여 있으므로 각각의 기전력은 더해지고, 따라서 코일의 전

체 유도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이번 실험에서는 자기장  를 1차 코일로 만들어내고, 개의 도체 루프는 2차코일로 구현

한다. 길이 , 감은수  ′인 1차 코일에 교류 전류(  sin)가 흐르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 1차코일이 만들어내는 내부 자기장 이

   

 ′


 ′sin
(4)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은 단위 길이 당 감은 수이다. 

그러면 넓이가 이고 감은 수가 인 2차코일에서 자기선속은

   

 ′sin
(5)

이므로, 2차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 cos
                         (6)

이 된다. 이 때, 멀티미터로 측정하는 교류전류와 교류전압은 rms 값임을 주의한다.

rms 

 ′rm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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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1차 코일 (Field Coil)

- 길이 600mm

- 내경 63mm

- 감은수 1400

2차 코일

- 길이 300mm

- 내경 40mm

- 감은수 1500

2차 코일

- 길이 300mm

- 내경 40mm

- 감은수 1000

2차 코일

- 길이 300mm

- 내경 40mm

- 감은수 500

2차 코일

- 길이 300mm

- 내경 30mm

- 감은수 1000

2차 코일

- 길이 300mm

- 내경 25mm

- 감은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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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발생기 디지털 멀티미터

도선 오실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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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4.0. 기본 세팅

   

 1) 1차 코일, 2차 코일, 멀티미터, 함수 발생기를 위 그림과 같이 배치한다.

 2) 함수 발생기의 출력 파형을 사인파로 설정하고, 주파수 범위는 1kHz에서 10kHz 정도로 

한다.   

    ** 너무 낮은 주파수에서는 코일이 거의 쇼트 상태가 되므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디

지털 멀티미터의 경우 높은 주파수에서 정밀도가 떨어진다.

 3) 그림에서 멀티미터(교류전압)는 2차 코일 양단의 교류 전압을 측정하고, 멀티미터(교류

전류)는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전류를 측정한다. 

4.1. 1차 코일의 전류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1) 감은 수 1000회, 내경 40mm의 2차 코일을 1차 코일 안에 넣는다.

 2) 주파수는 그대로 둔 채로 함수 발생기의 진폭(Amplitude) 다이얼을 조절하여 1차 코일

의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식 (7)의 계산값과 실험

값을 비교해 [표 1]을 채운다.

4.2. 1차 코일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1) 감은수 1000회, 내경 40mm의 2차 코일을 1차 코일 안에 넣는다.

 2) 1차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의 주파수를 바꾸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식 (7)의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해 [표 1]을 채운다.

   ** 이 때,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전류도 변하므로 전류가 일정하도록 조절해주어야 한다.

4.3. 2차 코일의 감은수(N)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1) 1차 코일의 주파수와 전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경은 같고( mm ) 감은 수가 다른

(    ) 2차 코일을 각각 1차 코일 안에 넣는다.

 2) 이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식 (7)에 의해 계산한 값과 실험값을 비

교해 [표 3]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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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차코일의 내경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1) 1차 코일의 주파수와 전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감은 수는 같고(  ) 내경이 

다른(   mm ) 2차 코일을 사용하여 2차 코일을 각각 1차 코일 안에 넣는다.

 2) 이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식 (7)에 의해 계산한 값과 실험값을 비

교해 [표 3]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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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결과

5.1. 1차 코일의 전류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표 1.

- 1차코일 인가 주파수:

- 2차코일 내경:

- 2차코일 감은수:

5.2. 1차 코일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표 2.

- 1차코일 인가 전류 : 

- 2차코일 내경 : 

- 2차코일 감은수 : 

학과/분반 실험 일시

실험 조 작성자

1차코일

전류(mA)

2차 코일 유도 전압 (mV)
이론값 (RMS) 상대 오차 (%)

측정값

10

20

30

40

50

60

70

80

1차코일

주파수(Hz)

2차 코일 유도 전압 (mV)
이론값 (RMS) 상대 오차 (%)

측정값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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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차 코일의 감은 수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표 3.

- 1차코일 인가 주파수 : 

- 2차코일 인가 전류 : 

- 2차코일 내경 : 

5.4. 2차 코일의 내경 변화에 따른 2차 코일 유도전압 측정
표 4.

- 1차코일 인가 주파수 : 

- 2차코일 인가 전류 : 

- 2차코일 감은 수 : 

2차 코일

감은 수

2차 코일 유도 전압 (mV)

이론값 (RMS) 상대 오차 (%)
측정값

500

1000

1500

2차코일

내경 (mm)

2차 코일 유도 전압 (mV)

이론값 (RMS) 상대 오차 (%)
측정값

25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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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사항
※ 고찰 사항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보고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은 단지 보

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 이 실험에서는 1차 코일의 전류, 1차 코일의 주파수, 2차 코일의 감은 수, 2차 코일의 내

경을 변화시켜가며 2차 코일의 유도기전력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 장치에서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실험을 구성해보자.

2. 이 실험에서 가장 큰 오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