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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전용] 

 

자기장 
 

 

 

 
 

 다양한 경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하여 비오-사바르의 법칙(law of Biot and Savart) 및 앙페

르의 법칙(Ampere’s law)을 확인한다. 

 

 
 

 
 

1. 이동하는 단일 전하에 의한 자기장 
 

 전하가 이동하면 주변에 자기적 현상이 발생한다. 전하의 

이동과 무관해 보이는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도 사실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의 운동에 의한 결과이다. 

 

 정지한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형성하여 다른 전하에 전

기력을 작용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전하는 자기장을 형성하

여 주변에서 이동하는 다른 전하에 자기력을 작용한다. 

 

 그림 1 과 같이 전하 𝑞𝑞  가 속도 𝒗𝒗��⃗   로 이동할 때, 𝒗𝒗��⃗   와 각

도 𝜙𝜙  방향으로 거리 𝒓𝒓�⃗   만큼 떨어진 점 𝑃𝑃  에서 자기장의 

세기 𝐵𝐵 는 |𝑞𝑞|, 1 𝑟𝑟2⁄ , 𝑣𝑣, sin𝜙𝜙 에 비례한다. 

 

 𝐵𝐵 =
𝜇𝜇0
4𝜋𝜋

|𝑞𝑞|𝑣𝑣 sin𝜙𝜙
𝑟𝑟2  (1) 

 

𝜇𝜇0 = 4𝜋𝜋 × 10−7 N ⋅ s2/C2 = 4𝜋𝜋 × 10−7 T ⋅ m/A 

 

 자기장도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벡터장이며 기호 𝑩𝑩��⃗   로 표

기한다. 𝑩𝑩��⃗   는 𝒗𝒗��⃗   와 𝒓𝒓�⃗   이 포함된 평면에 수직이며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식(1)을 𝒓𝒓� = 𝒓𝒓�⃗ /𝑟𝑟  을 포함한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𝑩𝑩��⃗ =
𝜇𝜇0
4𝜋𝜋

𝑞𝑞𝒗𝒗��⃗ × 𝒓𝒓�
𝑟𝑟2  (2) 

 

 자기장 𝐵𝐵 의 SI 단위는 테슬라(tesla, T)이다. 

 
 1 T = 1 N ⋅ s/C ⋅ m = 1 N/A ⋅ m (= 104 gauss)  

 

 

 

그림 1 움직이는 양의 점전하 𝑞𝑞 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 
벡터. 각 점에서 𝑩𝑩��⃗  는 𝒓𝒓�⃗  과 𝒗𝒗��⃗  이 포함된 평면에 수
직이며, 두 벡터의 사잇각의 사인값에 비례하는 크기
를 가진다. 

 

Objec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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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Magnetic Field of a Moving Charge (p.945~948) 

28.2 Magnetic Field of a Current Element (p.948~950) 

28.3 Magnetic Field of a Straight Current-Carrying Conductor (p.9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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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Applications of Ampere’s Law (p.96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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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류 요소에 의한 자기장 
 

 다수의 전하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자기장은 단일 전하에 

의한 자기장의 벡터합과 같다. 이 원리에 따라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작은 조각 𝑑𝑑𝒍𝒍 의 단

면적을 𝐴𝐴  라고 하면, 도체 조각의 부피는 𝐴𝐴 𝑑𝑑𝑑𝑑  이다. 단위 

부피 당 흐르는 전하 𝑞𝑞  의 수를 𝑛𝑛  이라고 하면, 도체 조각

에서 이동하는 총 전하 𝑑𝑑𝑑𝑑 는 다음과 같다. 

 
 𝑑𝑑𝑑𝑑 = 𝑛𝑛𝑞𝑞𝐴𝐴 𝑑𝑑𝑑𝑑 (3) 

 

 이 조각에서 𝑛𝑛 개의 전하 𝑞𝑞 가 유동 속도(drift velocity) 𝒗𝒗��⃗ 𝑑𝑑 

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는 한 개의 전하 𝑑𝑑𝑑𝑑  가 𝒗𝒗��⃗ 𝑑𝑑  로 이동

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3)을 식(1)에 

대입하여 점 𝑃𝑃 의 자기장의 세기 𝑑𝑑𝐵𝐵 를 구할 수 있다. 

 

 𝑑𝑑𝐵𝐵 =
𝜇𝜇0
4𝜋𝜋

|𝑑𝑑𝑑𝑑|𝑣𝑣𝑑𝑑 sin𝜙𝜙
𝑟𝑟2 =

𝜇𝜇0
4𝜋𝜋

𝑛𝑛|𝑞𝑞|𝑣𝑣𝑑𝑑𝐴𝐴 𝑑𝑑𝑑𝑑 sin𝜙𝜙
𝑟𝑟2  (4) 

 

 식(4)의 𝑛𝑛|𝑞𝑞|𝑣𝑣𝑑𝑑𝐴𝐴 = 𝐼𝐼 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𝑑𝑑𝐵𝐵 =
𝜇𝜇0
4𝜋𝜋

𝐼𝐼 𝑑𝑑𝑑𝑑 sin𝜙𝜙
𝑟𝑟2    or   𝑑𝑑𝑩𝑩��⃗ =

𝜇𝜇0
4𝜋𝜋

𝐼𝐼 𝑑𝑑𝒍𝒍 × 𝒓𝒓�
𝑟𝑟2  (5) 

 

 식(5)를 비오-사바르 법칙(law of Biot and Savart)이라고 한

다. 

 

 

 
 
그림 2 전류 요소 𝑑𝑑𝒍𝒍 에 의한 자기장 벡터 

 

 

3.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식(5)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그림 3과 같이 길이가 2𝑎𝑎 인 

도선에 대해 점 𝑃𝑃  의 자기장을 계산한다. 식(5)에 𝑑𝑑𝑑𝑑 = 𝑑𝑑𝑑𝑑 , 

𝑟𝑟 = �𝑥𝑥2 + 𝑑𝑑2 , sin𝜙𝜙 = sin(𝜋𝜋 − 𝜙𝜙) = 𝑥𝑥 �𝑥𝑥2 + 𝑑𝑑2⁄   를 대입한 

후 적분하면 다음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𝐵𝐵 =
𝜇𝜇0𝐼𝐼
4𝜋𝜋 �

 𝑥𝑥 𝑑𝑑𝑑𝑑
(𝑥𝑥2 + 𝑑𝑑2)3 2⁄

𝑎𝑎

−𝑎𝑎
=
𝜇𝜇0𝐼𝐼
4𝜋𝜋

2𝑎𝑎
𝑥𝑥√𝑥𝑥2 + 𝑎𝑎2

 (6) 

 

 식(6)에서 2𝑎𝑎  가 𝑥𝑥  에 비해 매우 클 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이 된다. 즉, 𝑎𝑎 ⟶ ∞  이면 √𝑥𝑥2 + 𝑎𝑎2 ⟶ 𝑎𝑎 

이므로, 식(6)은 다음과 같다. 

 

 𝐵𝐵 =
𝜇𝜇0𝐼𝐼
2𝜋𝜋𝑥𝑥 (7)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선 도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동심원 상의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하다. 자기장의 방

향은 동심원의 접선 방향이며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직선 도선으로부터 동심원까지의 거리를 반경 

𝑟𝑟  로 표시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식(7)을 다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𝐵𝐵 =
𝜇𝜇0𝐼𝐼
2𝜋𝜋𝑟𝑟 

(8) 

 

 

 
 
그림 3 길이가 2𝑎𝑎 인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성

된 자기장.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s 

General Physics Labs 

Lab Manual 
Magnetic Field 

Ver.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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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9 

4.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림 4 와 같이 전류 𝐼𝐼  가 흐르는 반경 𝑎𝑎  의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식(5)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도선 중심축 

상의 점 𝑃𝑃  에 대해 𝑑𝑑𝒍𝒍  과 𝒓𝒓�  은 수직이고, 𝑟𝑟2 = 𝑥𝑥2 + 𝑎𝑎2  이

므로, 𝑑𝑑𝒍𝒍 에 의한 자기장 𝑑𝑑𝐵𝐵 는 다음과 같다. 

 

 𝑑𝑑𝐵𝐵 =
𝜇𝜇0𝐼𝐼
4𝜋𝜋

 𝑑𝑑𝑑𝑑
(𝑥𝑥2 + 𝑎𝑎2) (9) 

 

 𝑑𝑑𝑩𝑩��⃗  에서 𝑑𝑑𝐵𝐵𝑦𝑦 는 계산 과정에서 소거되며 𝑑𝑑𝐵𝐵𝑥𝑥 만 남는다. 

 

 𝑑𝑑𝐵𝐵𝑥𝑥 = 𝑑𝑑𝐵𝐵 cos𝜃𝜃 =
𝜇𝜇0𝐼𝐼
4𝜋𝜋

 𝑑𝑑𝑑𝑑
(𝑥𝑥2 + 𝑎𝑎2)

 𝑎𝑎
(𝑥𝑥2 + 𝑎𝑎2)1 2⁄  (10) 

 

 식(10)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𝐵𝐵𝑥𝑥 = �
𝜇𝜇0𝐼𝐼
4𝜋𝜋

 𝑎𝑎 𝑑𝑑𝑑𝑑
(𝑥𝑥2 + 𝑎𝑎2)3 2⁄ =

𝜇𝜇0𝐼𝐼𝑎𝑎
4𝜋𝜋(𝑥𝑥2 + 𝑎𝑎2)3 2⁄ �𝑑𝑑𝑑𝑑 (11) 

 

식(11)에서 ∫𝑑𝑑𝑑𝑑 = 2𝜋𝜋𝑎𝑎  이므로, 원형 도선을 흐르는 전류에 

의한 중심축 상의 자기장은 다음과 같다. 

 

 𝐵𝐵𝑥𝑥 =
𝜇𝜇0𝐼𝐼𝑎𝑎2

2(𝑥𝑥2 + 𝑎𝑎2)3 2⁄  (12) 

 

 자기장은 𝑥𝑥 = 0  인 위치, 즉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최대가 

되며 다음과 같다. 

 

 𝐵𝐵𝑥𝑥=0 =
𝜇𝜇0𝐼𝐼
2𝑎𝑎

 (13) 

 

 
 
그림 4 원형 전류 고리에 의한 중심축 상의 자기장. .길이 

요소 𝑑𝑑𝒍𝒍 이 만드는 자기장 𝑑𝑑𝑩𝑩��⃗  는 𝑥𝑥𝑑𝑑-평면 상에 생긴
다. 다른 𝑑𝑑𝒍𝒍 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𝑑𝑑𝑩𝑩��⃗  중에서 𝑥𝑥
축에 수직인 성분들은 모두 합하면 0이 되고, 𝑥𝑥축 
성분을 모두 더하면 점 𝑃𝑃 에서의 자기장이 된다. 

5.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앙페르의 법칙(Ampere’s law)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5 의 경로에 대해, 단위 길

이 당 도선의 수를 𝑛𝑛  이라고 할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

기장의 세기는 ∮𝑩𝑩��⃗ ⋅ 𝑑𝑑𝒍𝒍 = 𝐵𝐵𝐵𝐵 = 𝜇𝜇0𝑛𝑛𝐵𝐵𝐼𝐼 로부터 다음과 같다. 

 
 𝐵𝐵 = 𝜇𝜇0𝑛𝑛𝐼𝐼 (14) 

 

 식(14)와 같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솔레노

이드의 반경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이 식

은 솔레노이드가 매우 길 때에만 성립한다. 

 

그림 6 과 같이 길이가 𝐵𝐵 인 솔레노이드의 중심축 상의 점 

𝑃𝑃  의 자기장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으며 다음과 같다. 

 

 
𝐵𝐵 =

1
2 𝜇𝜇0𝑛𝑛𝐼𝐼 �

𝑥𝑥
√𝑥𝑥2 + 𝑎𝑎2

+
𝐵𝐵 − 𝑥𝑥

�(𝐵𝐵 − 𝑥𝑥)2 + 𝑎𝑎2
� 

or         𝐵𝐵 =
1
2𝜇𝜇0𝑛𝑛𝐼𝐼

(cos 𝜃𝜃1 + cos 𝜃𝜃2) 
(15) 

 

 식(15)에서 길이가 매우 길 경우 cos 𝜃𝜃1 = cos 𝜃𝜃2 ≈ 1  이므

로 식(14)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 

 

 
그림 6 솔레노이드 중심축 상의 점 𝑃𝑃 에서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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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장비 
 

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컴퓨터 및 
분석 프로그램 (Capstone) 

  

1 
다양한 센서의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분석한다.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인터페이스 

  

1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측정한다. 
최대 15V 1A 의 전원 또는 파형을 공급한다. 

자기장 센서 
(DIN 케이블 포함) 

  

1 set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회전운동 센서 

  

1 
 회전 운동의 각변위, 각속도, 각가속도를 측정한다. 
 선형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선형 운동의 
변위, 속도, 가속도를 측정한다. 

전원 공급기 
 (전원 케이블 포함) 

 

1  최대 30V 10A 의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A형 베이스 

 

1  다양한 실험 장치를 고정한다. 

지지막대 (300mm) 

 

1  다양한 실험 장치를 고정한다. 

랙 (Rack) 

 

1 
 회전운동 센서에 내장된 피니언(pinion) 기어와 맞물
려서 선형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다. 

자기장 센서 클램프 

 

1  자기장 센서를 랙에 고정한다.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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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도선 어댑터 

 

1  원형 도선을 고정한다. 

직선 도선 

  

1 
 선형 전류의 자기장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다. 
 도선의 굵기는 4mm 이다. 

원형 도선 

 

1 set 
 원형 전류의 자기장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다. 
 도선의 반경은 각각 0.03m, 0.04m 이다. 

도선 베이스 

 

2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을 고정한다. 

솔레노이드 

  

1 
 솔레노이드형 전류의 자기장 측정 시 사용한다. 
 길이는 𝐵𝐵 = 0.13m, 반경은 𝑎𝑎 = 0.0195m 이다. 
 코일이 𝑁𝑁 = 2900 회 감겨있다. 

전선 

 

2  도선을 전원 공급기에 연결하여 전류를 공급한다. 

 

 

2. 주요 장비 기능 및 작동 원리 
 

(1) 전원 공급기 
 

 

 

 

 

 

 최대 20V 10A 의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연결된 회로의 부하 저항과 출력 전압, 전류의 설정값에 

따라,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정전류(CC, Constant Cur-

rent) 모드와 정전압(CV, Constant Voltage) 모드로 자동 전

환되며, 각각에 해당하는 램프가 점등된다. 

 

 전류 조정손잡이를 돌려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CV] 

램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전압 설정값이 낮아서 

정전압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

압을 적당히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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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전운동 센서 
 

 
 회전축 회전 각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회전 운동

의 각변위, 각속도, 각가속도를 측정한다. 또한, 선형 운동

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선형 운동의 변위, 속도, 가속

도를 측정할 수 있다. 

 

 회전운동 센서의 측정 원리는 포토게이트와 동일하다. 센

서 내부에는 작은 포토게이트와 검은 밴드가 일정한 간격

으로 배열된 링이 내장되어 있다. 회전축이 회전하면 검은 

밴드가 순차적으로 포토게이트의 적외선을 차단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신호의 변화로부터 회전축의 회전 상태를 측

정할 수 있다. 

 
 

 센서 내부의 회전축에는 피니언(Pinion) 기어가 부착되어 

있는데 랙(Rack)을 함께 사용하면 선형 운동을 회전 운동

으로 변환할 수 있다. 

 
 

 

(3) 자기장 센서 
 

 
 최대 ±0.1T (±1000 gauss) 의 자기장을 측정한다. 수직, 

수평 방향의 자기장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기장 센서에 내장된 스위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RADIAL – 수직 방향의 자기장 측정 

AXIAL – 수평 방향의 자기장 측정 

 

TARE – 영점 조정 

 

1X – 측정범위 ±0.1T (분해능 5 × 10−5T) 

10X – 측정범위 ±0.01T (분해능 5 × 10−6T) 

100X – 측정범위 ±0.001T (분해능 5 × 10−7T) 
 

 자기장 센서는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측정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전도체 또는 반

도체에서 전류의 방향에 수직으로 자기장이 작용하면, 자기

력에 의해 전하 운반자(charge carrier)가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도체 또는 반도체 양 단의 전하 

밀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전위차가 발생한다. 이를 

홀 효과(Hall effect)라고 한다. 

 

 
 

 따라서, 전도체 또는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양 

단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자기장 센서의 프로브(probe) 내부에는 두 개의 측정 소자

가 위치하며 각각 프로브의 수직 방향과 축 방향의 자기장

을 측정한다. 프로브 표면의 하얀색 점은 각 소자의 측정 

중심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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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년도부터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Capstone 의 

새로 업데이트된 Ver. 2.1.1 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1. 매뉴얼의 그림과 실제 설정 화면의 모습이 상이한 문제 
 

 이 매뉴얼은 Capstone Ver. 1.0.2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

문에, 매뉴얼의 그림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Ver. 2.1.1 의 

메뉴 배치 및 사용법과 다를 수 있다. 매뉴얼 그림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만 우선적으로 

Ver. 2.1.1 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내용이 유사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수정할 예정이다. 

 

2. 장치 인식 오류 

 

 아래의 그림과 같이, Capstone 이 실험용 컴퓨터에 설치된 

일부 장치를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전자 저울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설정에 영

향을 주거나 측정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

제해야 한다. 장치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후 [Remove Interface]를 선택하면 삭제할 수 있다. 

 

 

3. 블루투스 무선 장치 검색 
 

 Capstone 은 지속적으로 블루투스 무선 장치를 검색한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종료할 수 있다. 

 

4. [Tools] 패널과 작업 영역 겹침 문제 해결 
 

 [Tools] 패널이 작업 영역(workbook)을 가려서 전체 그래프

를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Tools] 패널 우측 상단의 [핀] 

버튼을 클릭하여 겹침을 방지할 수 있다. 

 
 

5. 작업 영역 규격 변경 
 

 작업 영역(Workbook)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Tools] 메뉴 위의 [Workbook Page Properties] 아이콘을 클

릭한 후 팝업 창에서 [Workbook Options]의 [Page Shape]을 

적절히 변경한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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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1) 실험 장비를 구성한다. 

 

 그림을 참고하여 실험 장비를 구성하고 배선을 연결한다. 

 

 

 
 

센서 클램프를 사용하여 랙(Rack)의 끝에 자기장 센서를 

고정한 후, 랙을 회전운동 센서 옆면에 삽입한다. 

 

 

(2)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① 캡스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② 회전운동 센서를 설치한다. 

 

 좌측 [Tools] 메뉴의 [Hardware Setup]을 클릭하여 회전운

동 센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회전운동 센서는 자동으

로 설치된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연결된 포트를 클릭

한 후 [Rotary Motion Sensor]를 선택한다. 

 

 
 

Procedure 

NOTE 

 

 측정 시 자기장이 음의 값으로 나올 경우 배선 연결을 

변경하여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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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장 센서를 설치한다. 

 

 자기장 센서가 연결된 포트를 클릭한 후 [Magnetic Field 

Sensor]를 선택한다. 

 

 
 

 

 

 

④ 회전운동 센서를 설정한다. 

 

 회전운동 센서 아이콘을 선택한 후, 설정(☼) 아이콘을 클

릭하면 회전운동 센서 세부 설정 창이 열린다. 

 

 

 
 

 회전운동 센서는 회전축 회전 각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

법으로 물리량을 측정하므로, 선형 운동을 측정할 때에는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랙(Rack)과 센서에 내장된 피니언(Pinion) 기어

를 사용하여 선형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Linear Accessory]를 [Rack & Pinion]으로 설정한다. 

 

 [Change Sign]은 측정값의 부호를 바꾼다. 변위의 부호는 

랙의 이동 방향(회전축 회전 방향) 또는 센서의 설치 방법

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프를 확인한 후 변위의 부호를 바꾸

어야 할 때 [Change Sign]을 활성 상태로 설정한다. 

 

 [Zero Sensor Measurements at Start]는 활성 상태로 설정한

다. (측정을 시작할 때마다 초기값을 0으로 리셋한다.) 

 

 

 

⑤ 그래프를 생성한다. 

 

 우측의 [Displays] 메뉴에서 [Graph]를 드래그하여 그래프

를 생성한다.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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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래프의 𝑥𝑥 축을 설정한다. 

 

 𝑥𝑥  축을 측정점의 변위로 설정한다. <Select Measurement>

를 클릭한 후, [Rotary Motion Sensor]  [Position(m)]를 선택

한다. 

 

 
 

⑦ 그래프의 𝑑𝑑 축을 설정한다. 

 

 𝑑𝑑  축을 자기장의 세기로 설정한다. <Select Measurement>

를 클릭한 후, [Magnetic Field Sensor]  [Magnetic Field 

Strength (100X)(T)]를 선택한다. 

 

 

 

 

(3) 자기장 센서를 설정한다. 

 

 자기장 방향 : [RADIAL]  (프로브 막대의 수직 방향) 

 측정 범위 : [100X]  (±10−3 T) 

 [TARE] 버튼은 센서의 영점 조정 시 사용한다. 

 

 

(4) 직선 도선에 𝐼𝐼 = 5 A 의 전류를 공급한다. 

 

 전원 공급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전압 및 전류 조정손잡

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0으로 설정) 

 

 
 

 전원을 켠 후, 전압 조정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적당히 

돌려준 다음, 전류 조정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돌

리면 전류가 증가한다. 전류를 5 A 로 설정한다. 

 

 

 

 
 

CAUTION 
 

장비 보호를 위해, 전원 공급기를 켜거나 끄기 전에는 

항상 전압, 전류 설정을 0 으로 변경한다. 

 

 전기 장치를 다룰 때에는 감전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NOTE 

 

전류 조정손잡이를 돌려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① 배선 상태를 점검한다. 도선-전선-전원공급기가 제대

로 연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 

 

② [CV] 램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전압 설정

치가 너무 낮아서 정전압(Constant voltage) 모드로 작동

함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증가시키면 

된다. (전류를 증가시킬 때 [CC] 램프가 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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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을 시작한다. 

 

 
 

[Controls] 메뉴에서 [Record]를 클릭하여 측정을 시작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도선 옆에 밀착시킨 후, 도선에서 멀어

지는 방향으로 자기장 센서를 이동하면서 측정한다. (프로브 

표면의 하얀색 점이 위쪽으로 향해야 측정 소자에 수직으

로 자기장이 작용하여 정상적으로 측정된다.) 

 

 

(6) 측정을 완료한다. 

 

 [Controls] 메뉴에서 [Stop]를 클릭하여 측정을 완료한다. 

 
 

 

(7) 그래프를 확인한다. 

 

 그래프 상단의 [Scale axes…] 를 클릭하면 그래프가 자동

으로 확대된다. 

 

 
 

 
 

NOTE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에서 자기장 센서의 [TARE]를 눌러 영점을 조정한다. 

 

영점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시점에 센서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기준값 0 이 되며, 이후에 감지되는 자

기장의 상대적인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자기장이 작용하

고 있는) 상태에서 센서의 영점을 맞추면 적절하지 않

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영점 조정 시에는 도선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도선의 전류를 차단한다. 또한 주변의 전

자기기, 전선 등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하여 실험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자기장 센서는 매우 민감하며 주변의 자기장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영점 조정 후 가능하면 빠른 시

간 내에 실험을 진행하고, 수시로 영점을 조정한다. 

 

NOTE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그래프를 확대, 축소 또는 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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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결과를 확인한다. 

 

 [Show coordinates…]를 클릭하면 좌표를 읽을 수 있다. 

 

 
 

 좌표 데이터의 유효 숫자가 적을 경우, 테이블을 생성하여 

유효 숫자를 증가시킨 후 확인할 수 있다. 

 

 
 

 
 

 

NOTE 

 

이 실험은 매우 약한 자기장을 측정하므로 다음과 같

은 원인으로 측정값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 

-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외부 요인(지구,전선,전자기기) 

- 센서 정밀도의 한계 

 - 측정 시 센서의 흔들림 

 

 이 경우에는 [Curve Fitting]을 사용하여 측정값을 표현

하는 최적 함수를 찾은 후 적절한 결과를 계산하는 방

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계속됨) 

① [Select range …]를 클릭한 후 영역을 지정한다. 

 

 
 

② [Select curve fits …]의 [▼]을 클릭하여 적절한 함수를 

선택한다. 

 

 

③ 결과를 확인한다. 

 

 측정값의 최적 함수가 표시되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

진다. 함수 그래프의 좌표는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함수에 적절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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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한다. 

 

 𝑟𝑟 = 0.01, 0.02, 0.03, 0.04, 0.05 m  거리에서 자기장을 측정하

여 기록한다. 

 

 
 

(10) 실험을 반복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5회 이상 반복한다. 

 

(11) 실험 결과와 이론값을 비교하고 오차를 분석한다. 

 

 𝐵𝐵 =
𝜇𝜇0𝐼𝐼
2𝜋𝜋𝑟𝑟

 (8) 

 

𝑟𝑟 (m) 0.01 0.02 0.03 0.04 0.05 

𝐵𝐵 (T) 

1st      

2nd      

3rd      

4th      

5th      

𝐵𝐵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𝐵𝐵𝑡𝑡ℎ𝑎𝑎𝑒𝑒𝑎𝑎𝑦𝑦 = 𝜇𝜇0𝐼𝐼 2𝜋𝜋𝑟𝑟⁄       

 

실험 2.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도선 실험과 유사하므로 차이점만 설명한다. 

 

(1) 실험 장비를 구성한다. 

 

 반경 𝑎𝑎 = 0.03 m  원형 도선을 도선 어댑터에 끼운 후, 도

선 베이스에 고정한다. 

 

 

 
 

(2) 자기장 센서를 설정한다. 

 

 자기장 방향 : [AXIAL]  (프로브 막대의 축 방향) 

 측정 범위 : [100X]  (±10−3 T ) 

 

 

NOTE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𝐵𝐵 = 𝜇𝜇0𝐼𝐼 2𝜋𝜋𝑟𝑟⁄  

에서 𝑟𝑟 은 도선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다. 

 

도선의 반경 2.0mm와 센서 내부의 측정점까지의 거리 

6.5mm를 고려하면, 자기장 센서를 도선에 밀착하였을 

경우 측정점의 위치는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8.5mm가 

된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𝑥𝑥 = 0  의 측정값은 실제로는 도선

의 중심으로부터 𝑟𝑟 = 8.5mm 떨어진 지점의 값과 같다. 

 

NOTE 

 

측정 시 자기장이 음의 값으로 나올 경우 배선 연결을 

변경하여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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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 도선에 𝐼𝐼 = 5 A 의 전류를 공급한다. 

 

(4) 측정을 시작한다. 

 

 
 

자기장 센서 프로브를 원형 도선 안쪽으로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빼면서 측정을 진행한다. 

 

 

 

(5) 결과를 확인한다. 

 

 

 
  

 

NOTE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에서 자기장 센서의 [TARE]를 눌러 영점을 조정한다. 

영점 조정 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험을 진행하

고, 수시로 영점을 조정한다. 

 

NOTE 

 

직선 도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Curve Fitting]을 사용하

여 측정값을 표현하는 최적 함수를 찾을 수 있다. 

 

① 적절한 함수가 없으면 [User Defined: f(x)] 사용자 정

의 함수를 선택한다. 

 
 

② 그래프에서 함수 박스를 클릭한다. 

 

 

③ 다음과 같이 함수 편집 메뉴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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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한다. 

 

 원형 도선 중심축 상의 점 𝑥𝑥 = 0.00, 0.01, 0.02, 0.03, 0.04 m 

에서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그래프에서 최댓값의 

위치가 원형 도선의 중심 𝑥𝑥 = 0.00m 이다.) 

 

(7) 실험을 반복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5 회 이상 반복한 후, 실험 결과

와 이론값을 비교하고 오차를 분석한다. 

 

 𝐵𝐵𝑥𝑥 =
𝜇𝜇0𝐼𝐼𝑎𝑎2

2(𝑥𝑥2 + 𝑎𝑎2)3 2⁄  (12) 

 

𝑥𝑥 (m) 0.00 0.01 0.02 0.03 0.04 

𝐵𝐵 (T) 

1st      

2nd      

3rd      

4th      

5th      

𝐵𝐵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𝐵𝐵𝑡𝑡ℎ𝑎𝑎𝑒𝑒𝑎𝑎𝑦𝑦      

 

 

(8) 반경 𝑎𝑎 = 0.04 m 원형 도선에 대해 실험을 반복한다. 

 

④ 적절한 함수를 입력한 후 [Apply]를 클릭한다. 

 

𝐵𝐵𝑥𝑥 =
𝜇𝜇0𝐼𝐼𝑎𝑎2

2(𝑥𝑥2 + 𝑎𝑎2)3 2⁄    →   𝑑𝑑 = 𝐴𝐴
𝑎𝑎2

((𝑥𝑥 − 𝑥𝑥0)2 + 𝑎𝑎2)3 2⁄ + 𝑑𝑑0 

→ y=A*a^2/((x-x0)^2+a^2)^(3/2)+y0 

 
 

 함수를 입력해도 다음과 같이 최적 함수를 바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수의 예상값을 입력한다. [Initial Guess]

를 많이 입력할수록 최적 함수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1) 원형 도선의 반경 𝑎𝑎 = 0.03 m  는 확정된 값이므로 

[Lock]을 체크한다.  2) 예상 최적 함수 𝑓𝑓(𝑥𝑥 − 𝑥𝑥0) + 𝑑𝑑0 

는 (그래프를 보면) 𝑓𝑓(𝑥𝑥)를 대략 (0.06, 0)  정도 평행 이

동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𝑥𝑥0,𝑑𝑑0) = (0.06, 0)를 입력한

다.  3) A = 𝜇𝜇0𝐼𝐼/2  도 계산해서 넣어주면 좋지만 전부 

입력할 필요는 없다.  4) [Update Fit]을 클릭한다. 

⑤ 결과를 확인한다. 

 

 측정값의 최적 함수가 표시되며 최적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최적 함수 그래프의 좌표는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함수에 적절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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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1) 장비를 구성한다. 

 

 인터페이스 내장 전원을 사용하여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공급한다. 솔레노이드를 인터페이스 OUTPUT1 에 연결한다. 

(솔레노이드에는 매우 적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외부 전

원 공급기를 사용할 경우 전류값을 측정하기 어렵다.)  

 

 

 

(2)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① 센서를 설치한다. 

 

 회전운동 센서와 자기장 센서를 실험1과 동일하게 설정하

고, 전원의 전압전류 센서 [Output Voltage Current Sensor]를 

추가로 설치한다. 

 
 

② 전원을 설정한다. 

 

 [Signal Generator]를 클릭한 후 [850 Output 1]을 선택한다. 

 [Waveform] : DC 

 [DC Voltage] : 10V 

 [Auto] 선택 (측정 시작과 동시에 전원이 자동 공급된다.) 

 

 
 

 

③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래프를 생성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𝑥𝑥 축 : [Position(m)] 

 𝑑𝑑 축 : [Magnetic Field Strength (10X) (T)] 

 

 

④ 디지털 미터를 생성하고 설정한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미터

를 생성한다. [Displays] 메뉴에서 [Digits]를 드래그한 후, 측

정값을 [Output Current (A)]로 설정한다. 

 

NOTE 

 

측정 시 자기장이 음의 값으로 나올 경우 배선 연결을 

변경하여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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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장 센서를 설정하고 영점을 조정한다. 

 

 자기장 방향 : [AXIAL]  (프로브 막대의 축 방향) 

 측정 범위 : [10X]  (±10−2 T )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센서의 [Tare] 버튼을 누른다. 

 

 

(4) 측정을 측정한다. 

 

 자기장 센서를 솔레노이스 안쪽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에

서 밖으로 빼내면서 측정을 진행한다. 

 
 

(5) 실험 결과를 확인한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는 디지털 미터에서 확인한다. 

(입력 전압과 솔레노이드 특성에 따라 흐르는 전류량이 달

라질 수 있다.) 

 

 
 

 

 

 그래프에서 좌표 확인 시 자기장이 0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는 표기되는 유효 숫자의 범위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Table]을 생성하여 메뉴에서 표기되는 유효 숫자의 수를 

증가시킨 후 위치에 해당하는 자기장 값을 찾는다. 

 

 
 

 

(6)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오차를 분석한다. 

 

 실험을 5 회 이상 반복한 후, 솔레노이드 중심과 끝의 자

기장의 세기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음 페이지의 [Note]를 

참고한다.) 

 

 실험 결과와 이론값과 비교한 후 오차를 분석한다. 

 

 𝐵𝐵 =
1
2 𝜇𝜇0𝑛𝑛𝐼𝐼 �

𝑥𝑥
√𝑥𝑥2 + 𝑎𝑎2

+
𝐵𝐵 − 𝑥𝑥

�(𝐵𝐵 − 𝑥𝑥)2 + 𝑎𝑎2
� (15) 

 

 
 

 
 center end 

𝐵𝐵 (T) 

1st   

2nd   

3rd   

4th   

5th   

𝐵𝐵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𝐵𝐵𝑡𝑡ℎ𝑎𝑎𝑒𝑒𝑎𝑎𝑦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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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urve Fitting]을 사용하여 최적 함수를 구하면, 그래프

에서 솔레노이드 중심과 끝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원형 도선 실험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함

수를 생성하여 입력한다. 

 

𝐵𝐵 =
1
2
𝜇𝜇0𝑛𝑛𝐼𝐼 �

𝑥𝑥
√𝑥𝑥2 + 𝑎𝑎2

+
𝐵𝐵 − 𝑥𝑥

�(𝐵𝐵 − 𝑥𝑥)2 + 𝑎𝑎2
� 

→ 𝑑𝑑 = A

⎝

⎛ (𝑥𝑥 − 𝑥𝑥0)

�(𝑥𝑥 − 𝑥𝑥0)2 + 𝑎𝑎2
+

𝐵𝐵 − (𝑥𝑥 − 𝑥𝑥0)

��𝐵𝐵 − (𝑥𝑥 − 𝑥𝑥0)�2 + 𝑎𝑎2⎠

⎞ + 𝑑𝑑0 

→ y=A*((x-x0)/((x-x0)^2+a^2)^(1/2)+ 

(0.13-(x-x0))/((0.13-(x-x0))^2+a^2)^(1/2))+y0 

 

 

 

[Initial Guess]에서 솔레노이드의 반경 𝑎𝑎 = 0.0195 m 

는 확정된 값이므로 [Lock]을 체크한다. 

 

A = 𝜇𝜇0𝑛𝑛𝐼𝐼/2 는 필요하면 계산해서 입력한다. 

 

 

(계속됨) 

 

 

(𝑥𝑥0,𝑑𝑑0)는 예상 최적 함수 𝑓𝑓(𝑥𝑥 − 𝑥𝑥0) + 𝑑𝑑0  가 𝑓𝑓(𝑥𝑥)에 대

해 어느 정도 평행 이동하였는지 예상해서 입력한다. 

 

 
 

 

𝑓𝑓(𝑥𝑥) 의 원점은 솔레노이드 왼쪽 끝의 점 O 이며, 실제

로 측정한 구간은 솔레노이드 중심 정도부터 오른쪽 방

향이다. (자기장 센서를 솔레노이드 오른쪽에서 끝까지 

넣으면 솔레노이드 가운데인 0.065m  근처까지 들어간

다.) 따라서, 예상 최적 함수 𝑓𝑓(𝑥𝑥 − 𝑥𝑥0) + 𝑑𝑑0는 𝑓𝑓(𝑥𝑥)를 

(−0.065, 0)  정도 평행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값 (𝑥𝑥0,𝑑𝑑0) = (−0.065, 0)를 입력한다. 

 

 [Update Fit]을 클릭하면 측정값을 표현하는 최적 함수 

및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프로그램이 찾은 최적값 𝑥𝑥0 = −0.0692  로부터 솔레노

이드 왼쪽 끝이 그래프에서 𝑥𝑥left = −0.0692  임을 알 수 

있다. 솔레노이드 길이가 𝐵𝐵 = 0.130m  이므로, 솔레노이

드 중심은 𝑥𝑥center = −0.0692 + 0.0650 = −0.0042  이며, 

오른쪽 끝은 𝑥𝑥right = −0.0692 + 0.130 = 0.060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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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안내에 따라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실험을 완료하면 반드시 실험 장비를 정리한 후 조교의 확인을 받고 퇴실한다. 

 

□ 실험용 컴퓨터에 저장한 실험 데이터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 

□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끈다. 

□ 전원 공급기의 전압, 전류를 0으로 변경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림) 전원 스위치를 OFF로 변경한다. 

□ 솔레노이드 코일 표면이 찍히거나 흠집이 생기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보관한다. 

□ 자기장 센서와 센서 클램프는 분해하지 않는다. (고정 볼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Result & Discussion 

End of LAB 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