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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험 개요개요실험실험 개요개요

•• LC LC 공진회로를공진회로를 이용하여이용하여 전파를전파를 검출할검출할
수수 있는있는 t l dit l di 를를 제작제작수수 있는있는 crystal radiocrystal radio를를 제작제작

•• LL과과 CC를를 직접직접 설계하고설계하고 제작해제작해 봄으로써봄으로써
LCLC회로를회로를 통한통한 에너지에너지 전환과정전환과정 이해이해LCLC회로를회로를 통한통한 에너지에너지 전환과정전환과정 이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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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리액턴스리액턴스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 리액턴스리액턴스

•• InductorInductor [L] : [L] : ReactanceReactance

•• CapacityCapacity [C] :[C] : ReactanceReactance•• CapacityCapacity [C] : [C] : ReactanceReactance

→→→ → 두두 변수를변수를 조정하여조정하여

특정특정 주파수에주파수에 공진하는공진하는 회로회로 설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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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LCLC회로회로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 LCLC회로회로

•• LC LC 

미분방정식미분방정식 풀이풀이

→  →  전류와전류와 전압이전압이 서로서로 다른다른 위상이나위상이나

같은같은 진동수로진동수로 공진공진같은같은 진동수로진동수로 공진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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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LCLC회로회로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 LCLC회로회로

•• LC 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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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AMAM 라디오파라디오파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 –– AM AM 라디오파라디오파

•• 변조변조 : : 소리신호에소리신호에 반송파를반송파를 중첩중첩

•• 검파검파 : : 라디오파에서라디오파에서 소리신호만을소리신호만을 추출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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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험 과정과정 단계별단계별 과정과정실험실험 과정과정 –– 단계별단계별 과정과정

.

 중간고사 기간
(3주차 4주차)

 DBL 2차 실험
(5주차)

 DBL 1차 실험
(2주차)

(3주차 ~ 4주차)

 사전 준비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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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험 과정과정 일정표일정표실험실험 과정과정 -- 일정표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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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치 설계설계 회로회로 설계설계

동조회로 LC 공진회로

장치장치 설계설계 –– 회로회로 설계설계

• 동조회로 : LC 공진회로

• 검파회로 : Diode – earphone 회로검파회 p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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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치치 설계설계 수치수치 설정설정장장치치 설계설계 –– 수치수치 설정설정

진공 투자율 도선 밀도 단면적 코일 길이
μ [NA-2] n [m-1] A [m2] l [m]

1.257.E-06 3.333.E+03 3.142.E-04 7.500E-02

유도상수
L [H]

3.290.E-04

진공 유전률 유리 유전상수 축전판 넓이 축전판 간격

ε0 [C2N-1m-2] κ [#] B [m2] d [m]

축전용량
C [F]

6 347 E 11ε0 [C ] [#] [ ] d [ ]
8.854.E-12 5.600E+00 6.400E-03 5.000E-03

6.347.E-11

전체 전 량 전체 계전체 축전용량 전체 유도계수

L [H] C [F]

3.290.E-04 6.347.E-11

공진 주파수
f [Hz]

1.100.E+06

실제 방송 주파수 1107kHz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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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치 설계설계 외부외부 디자인디자인장치장치 설계설계 –– 외부외부 디자인디자인

• (8cm*8cm)• (8cm*8c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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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 교육실험실 (edulab postech ac kr)물리학과 교육실험실 (edulab.postech.ac.kr)

DBL Crystal radio실험 안내자료 및 이론적 내용 참고

• Wolfson, Essential University Physics, 2nd edition 

(Part Ⅳ. Electromagnetism, ch 20 ~ 29)

전자기학 기초지식 및 RLC 공진회로의 이론적 내용 참고전자기학 기초지식 및 RLC 공진회로의 이론적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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