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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패러데이의 실험.

2-5. 코일에서의 전자기 유도 현상

1. 실험목적

코일 내의 자기선속(Magnetic Flux)의 변화로 기전력이 생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관측해

본다. 패러데이의 법칙을 여러 변수를 바꾸어 봄으로서 확인해본다.

2. 이론 및 원리

 전자기 유도 현상 발견에 앞서 사람들은 전류를 이용해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자기장을 통해 전하를 가진 입자에 힘을 가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패러데이나 요셉 헨리 같은 과학자들은 자기장을 통해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비록 요셉 헨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먼저 발

견하게 되었지만, 패러데이가 먼저 그의 결과를 세상에 알렸으며, 더 구체적으로 그 현상에 

해 실험했었다. 이로 인해 전자기 유도 법칙은 현재까지 패러데이의 법칙(Faraday’s 

Law)로 불린다.

 패러데이는 옆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 그는 전류를 한 코일에 흘러

주어 자기장을 형성한 다음에, 다른 코일

에서 전류가 흐르는 지 실험을 해보았다. 

그는 처음에 아무런 전류의 흐름을 발견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원을 킨 순간과 

전원을 끈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다. 이 현상으로 인해 패러데이

는 일정한 자기장은 전류를 형성하지 못

하지만,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류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공식은 패

러데이의 법칙이다.

   


      (4.1)

 은 기전력을 의미하고, 는 자기선속(Magnetic Flux)를 의미한다. 자기선속은 한 면적 

속에 면적의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의 합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   cos  (4.2)

부호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실험적으로 보면, 유도된 기전력은 항상 자기

장의 변화와 반 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유도된 기전력은 

자기장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전류를 생성하게 되고,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면, 유도된 기전

력은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를 생성한다. 이를 렌츠의 법칙(Lenz’s Law)이라 

한다. 그리고 렌츠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Right-hand rule)을 따른다.

 만약 N개의 고리를 지나가는 자기선속이 만큼  동안 변화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유



POSTECH               PHYSICS103       2017. 2nd semester
Department of Physics                             Design & Build Lab.

- 30 -

스마트 풀리포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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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 기전력의 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4.3)

즉, 기전력은 코일의 감긴 횟수에도 비례하게 된다.

 방정식 4.3은 코일의 각 고리마다 걸리는 자기선속이 같을 때이다. 하지만, 그림 4.2에서 

보이듯 코일의 각 고리마다 걸리는 자기선속이 같지는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실제 현상에는 좀 더 적합할 것이다.

   
 






(4.4)

 는 i번째 고리의 자기 선속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자기선속의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5)

 따라서 우리는 기전력의 적분을 통해 코일의 자기선속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코일, 추, 자석, 도르래, 포토게이트(Photogate), Voltage Sensor, OHP 필름, 스탠드, 홀

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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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실험 셋업

나. 실험방법

① 옆의 그림과 같이 스탠드, 코일, 도르래, 투명 플라스틱 

필름 등을 이용하여 실험 장치들을 셋업한다. 투명 플라스틱 

필름은 코일에 끼운다.)

② 코일에 전압 센서를 연결하고, 750 인터페이스에 연결시

킨다. 포토 게이트도 도르래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르래 

근처에 설치하도록 한다.

③ 자석의 무게를 저울로 먼저 잰다. 그리고 자석의 세기를 

가우스 미터로 측정한다. 자석을 실에 연결하고 추를 올려놓

는 홀더에 다른 실 끝을 연결한 후, 도르래에 올려놓는다.

④ 추의 무게를 자석보다 더 크게 해둔 다음에 자석을 바닥

에 놓은 후, 측정 준비를 한다.

⑤ 컴퓨터 화면상에 있는 “Data studio"  를 실행시킨

다. 

⑥ “Welcome to data studio" 창에서 ”Create Experiment“

를 선택한다. 

⑦ “Analog Channel A" 을 클릭한다. 

⑧ “Data Studio” 화면 좌측 아래에 있는 “Displays” 목록 중 “graph”를 선택하고, 전압을 

선택하여 전압-시간 그래프 창을 띄운다.

⑨ 추를 잡은 상태에서 “Data Studio”의 상단 툴바에 있는 “start”를 누른 후, 추를 놓는다. 

⑩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 뒤에 추를 잡아 추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Data 

Studio”의 상단 툴바에 있는 “stop”을 클릭해 측정값을 얻는다.

⑪ 구한 데이터를 Export하고, 엑셀로 그래프를 그린다.

⑫ 감은 횟수가 다른 코일로 바꾸어 가며 실험을 반복한다.

⑬ 추의 질량을 바꾸어 가며 실험을 해본다.


	2017년2학기교재_man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