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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로
　

1. 실험 목적
  교류 기전력에서 각 디바이스의 역할을 이해하고, 필터 및 정류 회로의 동작 특성을 이해

한다.

2. 이론
교류 회로에서 전류  , 전압  , 임피던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옴의 법칙(Ohm’s Law)이 

성립한다.    또는    (1) 회로에서 임피던스 는 저항  , 그리고 주파수 인 교류전류에 의해 각각 유도코일

()과 축전기()에 발생하는 리액턴스  ,  에 의해 기술된다.

    (2)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아래 [표 1]에서 각 전압과 비교하였다.

소자(기호) 저항(또는 리액턴스) 전류의 위상

저항()  과 같음

축전기()    에 90deg 앞섬

유도코일()    에 90deg 뒤짐

[표 1]

2.1.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High Pass Filter, HPF)

[그림 1]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 회로 및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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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a)는 저항 과 축전기 를 사용한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 회로로, 여기에서 

입력 전압( )과 출력 전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

    


(4)

식 (4)를 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 (b)에서 각진동수 가 감소할수록 신호비 역

시 작아지고, 가 증가할수록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력 신호에서 낮은 주

파수 성분은 빠지고 높은 주파수 성분만이 출력 전압에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을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2.2. 저주파수 통과 여과기(Low Pass Filter, LPF)

[그림 2] 저주파수 통과 여과기 회로 및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

[그림 2] (a)는 저항 과 축전기 를 사용한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 회로로, 여기에서 

입력 전압( )과 출력 전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5)

   
   

 (6)

식 (6)을 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2] (b)에서 각진동수 가 증가할수록 신호비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력 신호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은 빠지고 낮은 주파수 성분

만이 출력 전압에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을 저주파수 통과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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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류회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 접합면(junction)에 존재하는 공핍층

(depletion layer)으로 인해 전하 운반자(전자(-) 또는 정공(+))의 동작이 제한된다. 다이오드

에 전압을 가하면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거나 차단되는 정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3] 다이오드의 동작 개요 및 원리와 전류-전압 특성

2.3.1. 반파정류회로
다이오드를 하나만 사용하면 교류의 (+) 또는 (-)의 반 사이클만 통과시켜서 부하에 직류가 

흐른다([그림 4] 참고).

[그림 4] 반파 정류 회로와 출력 신호

2.3.2. 전파 브리지 정류회로
전파 정류 회로의 일종으로, 다이오드 4개를 브리지 모양으로 접속하여 정류하는 회로를 말

한다([그림 5] 참고).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다이오드 두 쌍은 각각 교류의 (+)와 (-)마다 반응

하여, 반파정류회로보다 2배의 정류 효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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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오실로스코프 함수발생기 AC/AC 어댑터

(위에서부터) 

저항, 축전기, 다이오드
브레드보드 점프와이어

 

[그림 5] 전파 브리지 정류 회로와 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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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4.1.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HPF)
 1) 브레드보드에서 축전기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여 [그림 1] (a)와 같은 회로를 구성한다.

 2)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의 출력을 RC 회로의 양 끝에 연결(입력전압)하고, 오실

로스코프의 입력단자는 저항의 양 끝에 연결(출력전압)한다.

 3) 함수발생기 파형을 사인파로 설정하고, 전압의 폭은 1V로 설정한다.

 4) 함수발생기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오실로스코프 상에 나타난 저항 양단의 출력 전압 

진폭()을 측정한다.

 5) [그림 1] (b)와 같이 주파수(또는 각진동수)에 따른 입력 전압( )과 출력 전압()의 

관계(식 (4))를 그래프로 그려본다.

4.2. 저주파수 통과 여과기(LPF)
 1) 실험 4.1에서 구성한 회로에서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가 축전기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

도록 바꾼다.

 2) 함수발생기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오실로스코프 상에 나타난 출력 전압 진폭()을 

관찰하고, 이를 [그림 2] (b)와 같이 주파수(또는 각진동수)에 따른 입력 전압( )과 출

력 전압()의 관계(식 (6))를 그래프로 그려본다.

4.3. 반파 정류 회로
 1) [그림6]과 같이 다이오드와 저항을 직렬로 연결

한 후, AC/AC 어댑터의 출력을 회로 양끝에 연

결(입력전압)한다.

 2) 오실로스코프를 저항 양단(출력전압)에 연결하여 

반파 정류 회로의 출력 전압 파형을 관찰한다.

 3)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한 파형을 사진으로 실험결

과에 첨부한다.

4.4. 전파 정류 회로
 1) 4개의 다이오드를 [그림7]과 같이 연결하고 

AC/AC 어댑터의 출력을 a와 b사이에 연결(입력

전압)하고, 큰 저항을 c와 d 사이에 연결한다.

    * 저항은 10KΩ 이상을 활용하고, 다이오드 방향

에 유의한다.

 2) 오실로스코프를 저항 양단(출력전압)에 연결하여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 전압 파형을 관찰한다.

 3)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한 파형을 사진으로 실험결

과에 첨부한다.

[그림6] 반파정류회로

[그림7] 전파 정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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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결과

5.1. 고주파수 통과 여과기

log

outin

5.2. 저주파수 통과 여과기

log

outVin

학과/분반 실험 일시

실험 조 작성자

주파수

inVout

주파수

inV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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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류기
5.3.1. 반파정류회로

5.3.2. 전파 브리지 정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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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사항
※ 고찰사항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보고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은 

단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 식 (4)와 (6)에서  ,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주파수에 따라 출력전압/입력전압 값이 어떻

게 변하는지 정성적으로 설명하시오.(주파수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경우를 생각해본다)

2. 반파정류회로에서 교류전압의 부호에 따른 전류의 흐름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낸 것을 

참고하여, 브리지 정류회로에서 전압이 +, -일 때 전류가 각각 어떻게 흐르는지 방향을 포

함해 그려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