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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전용]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변압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1. Magnetic Field Lines and Magnetic Flux 
 

 자기력선(magnetic field lines)은 그림 1~2와 같이 자기장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가상의 선이다. 자기력선 위의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며, 자기력

선이 밀집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막대 자석의 자기력선은 그림 1 과 같다. 자기력선은 N 극

에서 나와서 S 극으로 들어가며, 자석의 외부 뿐만 아니라 

자석의 내부도 통과한다. 

 

 

그림 1 영구 자석의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자석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도 통과한다. 

 

 

 

그림 2 다양한 자기장의 근원에 의해 생기는 자기력선 

 

Objec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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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Magnetic Field Lines and Magnetic Flux (p.911~914) 

29.1 Induction Experiments (p.980~981) 

29.2 Faraday’s Law (p.981~988) 

29.3 Lenz’s Law (p.989~990) 

31.6 Transformers (p.1062~1065) 

NOTE 

 

 자기력선은 자기력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기력의 방향은 𝑭𝑭��⃗ = 𝑞𝑞𝒗𝒗��⃗ × 𝑩𝑩��⃗   에 따라 자기장 

방향에 항상 수직이며 힘을 받는 전하의 이동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력선 자체 만으로는 작용하

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자기력선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자기장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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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선속(磁氣線束, 자속, 자기다발, magnetic flux)이란 개

념적으로는 어떤 면적을 가진 곡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량을 의미하는 물리량이며, 수학적으로는 곡면의 면적과 

곡면에 수직인 자기장 성분의 곱과 같다. 일정한 자기장의 

영향 하에서 곡면의 면적이 바뀌거나, 일정한 면적을 가진 

곡면에 작용하는 자기장이 변하거나 또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 곡면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선속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3(a)와 같이 𝑩𝑩��⃗   가 작용하는 공간에서 면적 성분 𝑑𝑑𝑨𝑨��⃗  

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𝑑𝑑Φ𝐵𝐵  는 식(1)과 같으며, 따라서 임

의의 곡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Φ𝐵𝐵 는 식(2)와 같다. 

 
 𝑑𝑑Φ𝐵𝐵 = 𝑩𝑩��⃗ ∙ 𝑑𝑑𝑨𝑨��⃗ = 𝐵𝐵⊥𝑑𝑑𝑑𝑑 = 𝐵𝐵 𝑑𝑑𝑑𝑑 cos𝜙𝜙 (1) 
   

 Φ𝐵𝐵 = �𝑩𝑩��⃗ ∙ 𝑑𝑑𝑨𝑨��⃗ = �𝐵𝐵 𝑑𝑑𝑑𝑑 cos𝜙𝜙 (2) 

 

만약 그림 3(b-d)와 같이 𝑩𝑩��⃗   가 평평한 면적 𝑨𝑨��⃗   에 𝜙𝜙  의 각

도로 균일하게 작용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Φ𝐵𝐵 = 𝑩𝑩��⃗ ∙ 𝑨𝑨��⃗ = 𝐵𝐵𝑑𝑑 cos𝜙𝜙 (3)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weber, 1 Wb = 1 T ⋅ m2)이다. 

 

 
그림 3 (a) 어떤 면적 요소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계산 

(b-d) 평면을 통과하는 균일한 자기장의 자기선속 
 

2. Faraday’s law of induction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자기장이 전류에 힘을 가한

다는 사실이 발견된 이후, 패러데이(Faraday)는 반대로 자

기장에 의해 전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1831 년에 그는 오늘날의 변압기와 유사한 그

림 4 와 같은 장치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는 최초의 발전기를 구성하여 연속적인 전

류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표하였다. 

 

그림 4 패러데이가 만든 최초의 변압기 (1831) 및 패러데이
의 실험 장치 개요 

 

그림 5 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5(a)와 같이 자석이 코일 

근처에 멈춰 있을 때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러나, 그림 5(b)와 같이 자석이 코일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

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를 유

도 전류(induced current)라고 하며,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induced emf)이라고 한다. 

 

 
그림 5 유도 전류 현상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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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전자석 사이

에 코일을 놓은 후 코일을 전류계에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𝑩𝑩��⃗ = 0  일 때,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② 전자석이 켜면, 자기장 𝑩𝑩��⃗   가 증가하는 동안 코일에는 

순간 전류가 흐른다. 

 ③ 자기장 𝑩𝑩��⃗   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아

무리 커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④ 코일을 변형시켜 코일의 수평 단면적을 감소시키면, 코

일이 변형되는 동안 전류가 흐른다. 코일의 단면적을 원

래대로 복원할 때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⑤ 코일을 수평축에 대해 기울이면, 회전하는 동안 전류가 

흐른다. 이 때 전류의 방향은 ④에서 단면적이 감소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다시 원래 위치로 회전시키면 반대 방

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⑥ 코일을 전자석 밖으로 갑자기 빼내면, 코일이 움직이는 

동안 전류가 흐른다. 이 때 전류의 방향은 ④에서 단면적

이 감소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⑦ 코일을 풀어서 감은 수를 감소시키면, 푸는 동안 전류

가 흐른다. 이 때 전류의 방향은 ④에서 단면적이 감소하

는 방향과 동일하다. 코일을 다시 감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⑧ 전자석을 끄면, 전자석을 켤 때와 반대방향으로 순간 

전류가 흐른다. 

 ⑨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경우,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그림 6 자기장 𝑩𝑩��⃗  가 일정하고 코일의 모양, 위치 및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그들 중 하나라도 변하면 전류가 유도된다. 

 

 이 모든 현상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로 발생

한다. 즉,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코일이 

균일하지 않은 자기장에서 움직이거나 또는 자기장이 작용

하는 코일의 면적이 변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로 인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기

전력이 유도된다. 특히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따라서, 유도 기전력은 단순히 자기장의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하

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닫힌 회로에서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의 음의 값과 같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ℰ = −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4) 

 

 식(4)는 전자기학의 기본 관계식 중 하나로써,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Faraday’s law of induction)이라고 한다. 

 

 도선이 𝑁𝑁  회 감긴 코일은 1 회만 감긴 단일 코일 𝑁𝑁  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단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Φ𝐵𝐵  의 변화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코일 전체의 

자기선속의 총 변화율은 단일 코일의 𝑁𝑁  배가 된다. 따라서, 

𝑁𝑁 회 감긴 코일의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다. 

 

 ℰ = −𝑁𝑁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5) 

 

그림 7 유도 기전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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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nsformer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회로 사이에 에너

지를 전달하는 장치이며, 보통 교류 전압을 변환할 때 사용

한다. 변압기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8 과 같다. 변압기에

는 전기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코일이 동일한 철심(core)에 

감겨 있다. 전력이 공급되는 코일을 1차 코일, 전력이 전달

되는 코일을 2 차 코일이라고 한다. 철심은 코일에서 형성

된 자기력선을 모아서 다른 코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류 전원에 의해 1 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철심 

내의 자기선속의 변화가 발생하고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각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 때, 2 차 코일에 유

도된 기전력에 의해 2 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며, 

연결된 장치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모든 자기력선이 철심 내부를 통과하는 이상적인 조건이

라면, (1 회 감긴) 모든 단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Φ𝐵𝐵 

는 동일하다. 따라서 식(5)로부터 감은수가 𝑁𝑁1 인 1차 코일

과 감은수가 𝑁𝑁2 인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각각 다

음과 같다. 

 

 ℰ1 = −𝑁𝑁1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and    ℰ2 = −𝑁𝑁2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6) 

 

 단일 코일 당 자기선속 Φ𝐵𝐵  가 두 코일에서 동일하므로, 

식(6)은 단일 코일 당 유도 기전력이 항상 동일함을 뜻한다. 

따라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기전력의 비율은 1차 코일

과 2차 코일의 감은 수의 비율과 같다. 

 

 
ℰ2
ℰ1

=
𝑁𝑁2
𝑁𝑁1

 (7) 

 

 

그림 8 이상적인 승압기의 구조 

 

 만약 코일의 저항이 0Ω  인 이상적인 경우라면, 코일의 단

자 전압(terminal voltage) 𝑉𝑉1 , 𝑉𝑉2  는 각각 유도 기전력 ℰ1 , 

ℰ2 과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𝑉𝑉2
𝑉𝑉1

=
𝑁𝑁2
𝑁𝑁1

 (8) 

 

 따라서 감은 수의 비율 𝑁𝑁2 𝑁𝑁1⁄   을 적절히 선택하면 주어진 

1 차 전압에 대해 원하는 2 차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만약, 

𝑁𝑁2 > 𝑁𝑁1  이면 𝑉𝑉2 > 𝑉𝑉1  이므로 승압기(step-up transformer)가 

되고, 𝑁𝑁2 < 𝑁𝑁1 이면 𝑉𝑉2 < 𝑉𝑉1 이므로 강압기(step-down trans-

former)가 된다. 

 

 실제 변압기에서는 여러 원인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그림 9와 같이 철심에서 발

생하는 맴돌이 전류(eddy current)이다. 철심의 단면 𝑑𝑑𝑑𝑑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면 자기선속에 수직인 평면 전체

에 유도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 전류는 발열을 일

으킬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며 에너

지를 손실시킨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압기의 철심은 그림 9(c)와 같이 절연

된 철판을 겹쳐서 구성한다. 이와 같은 철심에서는 맴돌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각 경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작아지므로 맴돌이 전류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 9 (a)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 
(b) 그림(a)의 철심 단면 𝑑𝑑𝑑𝑑 에 흐르는 맴돌이 전류 
(c) 얇은 철판을 절연시켜 구성한 코어에서는 맴돌이 
전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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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장비 
 

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컴퓨터 및 
분석 프로그램 (캡스톤) 

 

1 
 다양한 센서의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분석한다.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인터페이스 

 

1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측정한다. 

 최대 15V 1A 의 전원 또는 파형을 공급한다. 

포토게이트 
 (지지대, 케이블 포함) 

 

1 set 
 광학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동 측정을 위한 광학 스위치로 응용할 수 있다. 

전압 센서 

 

1  전압을 측정한다. 

전선 

 

2 
 변압기를 인터페이스 전원 출력 단자에 연결하여 
전류를 공급한다. 

변압기 
 (철심 코어, 코일 6종) 

 

1 set 
 감은 수 𝑁𝑁 = 200, 400, 400, 800, 1600, 3200의 코일 6
종과 철심 코어로 구성되어 다양한 변압기를 구성한
다. 

막대 자석 
 

1  일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 

튜브 

 

1  자석이 일정한 경로로 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튜브 클램프 

 

1  투명 튜브와 코일을 고정한다.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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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A형 베이스 

 

1  다양한 부품을 고정하여 장비를 구성한다. 

지지막대 
(길이 600mm) 

 

1  다양한 부품을 고정하여 장비를 구성한다. 

클램프 

 

1  다양한 부품을 고정하여 장비를 구성한다. 

쿠션 바구니 

 

1  자석이 낙하할 때 충격을 흡수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2. 주요 장비 기능 및 작동 원리 
 

(1) 포토게이트 
 

 
 

 광학적인 방법으로 물체의 유무를 측정하는 센서이며, 시

간과 관련된 물리량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적외선을 방출

하는 발광 다이오드(Infrared LED)와 적외선을 검출하는 수

광 다이오드(Photodiode)가 직선 상에 정렬하여, 소자 사이

에 물체가 있으면 적외선이 차단되어 출력 신호가 바뀐다.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차단되

지 않고 수광 다이오드에 도달하면, 포토게이트에서는 5V

의 전압이 출력되며, 내장된 LED 표시등이 꺼진다. 만약, 

어떤 물체에 의해 적외선이 차단되면 포토게이트의 출력 

전압이 0V 로 바뀌며, LED표시등이 점등된다. 따라서, 시간

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포토게이트 사이로 

지나가는 물체의 주기,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 전압 센서 
 

 장비나 회로의 단자에 연결하여 단자 전압을 측정한다. 

 
 

(3) 변압기 (철심 및 코일 6종) 
 

 여러 종류의 코일을 조합하여 다양한 권수비의 변압기를 

구성한다. 코일을 감은 방향이 표면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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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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 유도 1 
 

(1) 실험 장비를 구성한다. 

 

 𝑁𝑁 = 1600 코일을 사용하여 장비를 구성한다. 

 

 
 

 

 막대 자석이 낙하할 때 포토게이트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적절히 조정한다. 

 

 
 

코일 윗면에 코일의 감은수와 감은 방향이 표시되어 있다. 

 

 
 

 

 

(2)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2-1) 포토게이트와 전압 센서를 설치한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포토게이트와 전압 센서가 실제 연

결된 포트에 [Photogate] 및 [Voltage Sensor] 를 설치한다. 

 

 

 

 

Procedure 

CAUTION 
 

자석을 낙하시킬 때, 자석이 테이블에 직접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 부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석이 낙하

하는 지점에 쿠션 바구니를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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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이머를 설정한다. 

 

 이 실험에서 포토게이트는 측정 시작 신호를 발생하는 광

학 스위치 역할을 한다. 포토게이트를 이용한 자동 측정 조

건을 구성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한다. 

 

 자석이 낙하하면서 포토게이트를 지나갈 때, 포토게이트의 

측정점이 막히는 시점에 측정이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다음 그림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설정한다. 

 

 순서 ④에서 [State]만 선택한다. [State]는 포토게이트의 상

태를 나타내는 출력값으로, 포토게이트가 막혀있을 때 ‘1’, 

열려있을 때 ‘0’ 이 출력된다. 

 

 순서 ⑤, ⑥은 무시하고 설정을 완료한다. 

 

 
 

 

(2-3) 자동 측정 시작 및 완료 조건을 구성한다. 

 

 [Controls] 메뉴에서 [Recording Condition]을 클릭한다. 

 

 
 

 포토게이트가 막혔을 때, 즉 포토게이트의 상태가 ‘0’ 에서 

‘1’ 로 변하면 측정을 시작한다. 따라서, 시작 조건 [Start 

Condition]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Condition Type] : Measurement Based 

   [Data Source] : State() 

   [Condition] : Is Above 

   [Value] : 0.5 

 

 측정이 시작된 후 0.5 초가 지나면 측정을 종료한다. 따라

서, 종료 조건 [Stop Condition]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Condition Type] : Time Based 

   [Record Time] : 0.500 s 

 

 종료 시간은 기본적으로 0.5초로 설정하면 충분하나, 필요

하면 적절히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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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 측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순서(2-2), (2-3)의 설정에 오류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먼저, 측정을 진행하지 않는 초기 화면에는 [Record] 

아이콘을 볼 수 있다. 

 

 
 

 [Record]를 클릭하여 측정 명령을 내리면 아이콘이 [Stop]

으로 바뀌면서 측정 대기 상태가 된다. 이 때, 초시계는 흘

러가지만 [Waiting] 상태로 표시되며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

는다. 

 

 
 

 포토게이트를 손으로 막아보면 (측정 시작 조건을 만족하

면) [Waiting]이 [Recording]으로 바뀌면서 데이터 측정이 시

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완료 조건(0.5 초 경과)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측정이 완료된다. 

 

 
 

 

(2-5) 단위 시간 당 측정 횟수를 설정한다. 

 

 전압 센서에 대해 1초 당 10,000회의 데이터를 측정한다. 

[Controls] 메뉴에서 해당 센서를 [10.00 kHz] 로 설정한다. 

 

 
 

(2-6) 그래프를 생성한다. 

 

 [Displays] 메뉴에서 [Graph]를 드래그하여 그래프를 생성

한 후, 𝑥𝑥  축을 경과 시간 [Time(s)], 𝑦𝑦  축을 전압센서의 측

정 전압 [Voltage(V)]으로 설정한다. 

 

 
 

 

 

 

(3) 실험을 시작한다. 

 

 튜브를 통해 막대 자석을 낙하시키면, 자석이 코일을 통과

할 때 코일 내부의 자기선속이 변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 때 발생한 유도 기전력을 전압 센서로 측정한다. 

 

 [Record]를 클릭하여 자동 측정 대기 상태가 되면 막대 자

석을 튜브 안으로 낙하시킨다. 자석이 낙하하면서 포토게이

트를 정확히 막지 못하면 측정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포토

게이트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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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결과를 확인한다. 

 

  [Scale axes …]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그래프 상에서 마우

스를 적절히 사용하면 그래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Select range …] 아이콘을 사용하면 분석할 그래프의 범위

를 설정할 수 있다. 

 

 

 [Display area …] 아이콘을 사용하면 선택한 범위의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표시값의 유효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축의 단위 부분을 

클릭하여 단위를 변경한 후 확인한다. 

 

 
 

 [Show coordinates …] 아이콘을 사용하면 특정 좌표의 측

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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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ing of multiple runs | Select …] 아이콘 또는 [▼]을 

사용하면 그래프를 변경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데이터 이름을 적절히 변경하면 각

각의 그래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순서(4)를 참고하여 유도 기전력의 변화를 관찰하고, 곡선

의 (+)부분과 (−)부분의 면적을 측정한다. 또한 극댓값과 

극솟값을 측정한다. 

 

 그래프와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막대 자석의 자기력선의 

형태와 패러데이의 법칙을 참고하여 다음에 대해 토의한다. 

 

 ℰ = −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4) 

 
 

질문  그래프의 면적 ∫ℰ𝑑𝑑𝑑𝑑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토의 

 

 

 

 

 

질문 
 낙하하는 자석이 어느 지점에 위치할 때 측정 전압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질문 
 그래프의 (+) 면적과 (−) 면적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이 결과의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질문 

 그래프의 극댓값 또는 극솟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극대, 극소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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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다음과 같이 시간 0 ~ 𝑑𝑑  구간에서 전압 그래프의 면

적을 계산하여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Calculator]에서 시간 𝑑𝑑  에 대한 그래프 면적 수식

(integral)을 정의한다.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과 인수 

정의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래프를 생성한 후, 𝑥𝑥  축이 동기화 된 그래프를 추

가한다. 

 

 

③ 𝑥𝑥  축을 경과 시간 [Time(s)]으로, 𝑦𝑦  축을 각각 측정 

전압 [Voltage(V)] (유도 기전력)과 [Calculator]에서 정의

한 수식으로 설정한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막대 자석의 자기력선과 패러데

이의 법칙 ℰ = −𝑑𝑑Φ𝐵𝐵 𝑑𝑑𝑑𝑑⁄   을 참고한다. 두 그래프를 비

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와 유도 기전

력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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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전자기 유도 2  
 

 자석의 방향을 바꿔서 낙하시킨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 자석 방향 : 실험 1의 반대 방향 

 - 코일 : 실험 1과 동일 (𝑁𝑁 = 1600) 

 - 낙하 높이 : 실험 1과 동일 

 

 그래프와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에 대해 토의한다. 

 

질문 
 실험 1과 비교하여 어떠한 현상이 관찰되는가? 

 이 결과의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실험 3. 전자기 유도 3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낙하 속도를 변경한다. 

 

 - 자석 방향 : 실험 1과 동일 

 - 코일 : 실험 1과 동일 (𝑁𝑁 = 1600) 

 - 낙하 높이 : 실험 1과 다른 높이 

 

 그래프와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에 대해 토의한다. 

 

질문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낙하 속도가 다른 두 경우를 

비교하면 그래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결과의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실험 4. 전자기 유도 4 
 

 코일의 감은 수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 자석 방향 : 실험 1과 동일 

 - 코일 : 𝑁𝑁 = 200, 400, 800, 1600, 3200 

 - 낙하 높이 : 실험 1과 동일 

 

 그래프와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에 대해 토의한다. 

 

질문 
 코일의 감은수와 유도 기전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결과의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실험 5. 변압기 
 

(1) 실험 장비를 구성한다. 

 

 1 차 코일(𝑁𝑁 = 400) , 2 차 코일(𝑁𝑁 = 200)  및 철심 코어를 

조립하여 변압기를 구성한 후, 그림과 같이 연결한다. 

 
 

CAUTION 
 

코일 표면이 찍히거나 흠집이 생기면 코일이 끊어지거

나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주의하고, 사용

하지 않는 코일은 전용 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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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2-1) 센서를 설치한다. 

 

 배선을 연결한 두 채널에 각각 [Voltage sensor], [Output 

voltage current sensor]를 설치한다. 

 
 

(2-2) 출력 파형을 설정한다. 

 

 [Signal Generator]의 [Output 1] 에서 다음을 설정한다. 

   [Waveform] : Sine 

   [Frequency] : 50 Hz 

   [Amplitude] : 1 V 

 [Auto] 설정 (데이터 측정과 연동되어 자동 출력) 

 

 

(2-3) 스코프를 생성하고 설정한다. 

 

 [Displays] 메뉴에서 [Scope]를 드래그한다. 

 
 

 [Scope]가 생성되면 [Add new y-axis…]를 클릭하여 𝑦𝑦축을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2채널 오실로스코프가 된다.) 

 

 

 

 𝑥𝑥축 : 시간 Time(s) 

 𝑦𝑦축(좌) : Output Voltage, Ch 01 (V) 

         전원 출력 전압 (1차 코일 입력 전압) 

 𝑦𝑦축(우) : Voltage, Ch A (V) 

         전압센서 측정 전압 (2차 코일 출력 전압) 

 

 
 

(2-4) 측정 방법을 [Fast Monitor Mode]로 변경한다. 

 

 [Fast Monitor Mode]는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지만 데

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Continuous Mode]로 실험하면 상

당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실험 중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Recode] 버튼이 [Monitor]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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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을 시작한다. 

 

(3-1) [Monitor] 를 클릭하여 파형 관찰을 시작한다. 

 

(3-2) [Activate … trigger] 를 사용하여 파형을 고정한다. 

 

 
 

(3-3) 그래프를 적절히 확대한다. 

 

 

(3-4) 파형의 축을 구별한다 

 

 파형의 종류는 색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파형의 색상은 매 측정 시마다 자동으로 바뀐다.) 

 [Vo] : 왼쪽 Output voltage (전원 출력 전압, 1차 코일 입력) 

 [V] : 오른쪽 Voltage (전압센서 측정 전압, 2차 코일 출력) 

 

(3-5) 진폭을 측정한다. 

 

 [Show data coordinate…]을 사용하여 진폭을 측정한다. 

 

 
 

 

 

 

(4) 결과를 분석한다. 

 

 1 차 코일, 2 차 코일의 권수비와 각 코일의 전압 진폭을 

비교하여 식(8)을 확인한다. 

 

 
𝑉𝑉2
𝑉𝑉1

=
𝑁𝑁2
𝑁𝑁1

 (8) 

 

 

 

 

(5) 다양한 변압기를 구성하여 실험을 반복한다. 

 

 다음과 같이 코일을 조합하여 변압기를 구성한다. 

 

1차 코일 : 𝑁𝑁1 = 400 

2차 코일 : 𝑁𝑁2 = 200, 400, 800, 1600, 3200 

 

 𝑁𝑁1 𝑁𝑁2 𝑁𝑁2 𝑁𝑁1⁄  𝑉𝑉1 𝑉𝑉2 𝑉𝑉2 𝑉𝑉1⁄  

1 

400 

200 0.5 

1V 

  

2 400 1   

3 800 2   

4 1600 4   

5 32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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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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는 그림과 같이 조립한 상태에서 분해하지 않는다. 

□ 포토게이트 케이블을 포토게이트에서 뺄 때, 커넥터 잠금 탭을 누른 상태에서 커넥터를 잡고 뺀다. 

(전선을 잡고 당길 경우 커넥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자석은 부러지거나 깨지기 쉬우므로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쿠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한다. 

□ 변압기 코일이 찍히거나 흠집이 생기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변압기 전용 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Result & Discussion 

End of LAB 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