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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회로의 전류/전압 특성 

1. 실험목적

 간단한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주어진 회로의 전류, 전압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전기회로에서의 
전하 및 에너지보존법칙을 이해하며, 디지털멀티미터 사용법을 익히고, 오실로스코프 
(oscilloscope)와 신호발생기 (function generator)의 구조 및 작동방법도 익힌다.

    

2. 이론 및 원리

 가. 전기회로의 전류/전압 특성의 이론 및 원리
 전기회로 (electric circuit)는 기본적으로 전류, 전압, 그리고 (부하)저항으로 구성된다. 전류
는 주어진 회로의 한 점을 단위시간 당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되며, 단위는 암페어 
[A=C/s]이다. 1A는 1초 동안 6.25×1018개의 전자가 도선을 통해 흘러가는 양이다. 전압은 단
위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적 위치에너지 (electrical potential energy)로 단위는 볼트 [V=J/C]

이다. 전기적 위치에너지가 0인 기준점을 접지 (ground 또는 earth)라 하며 기호는 [ ]로 
나타낸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척도이면서 전기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키는 전기소
자로 넓은 의미로는 부하저항이라고도 한다. 저항의 단위는 옴 [Ω=V/A]이며 Ohm's law에 
따라 저항, 전류 그리고 전압은 "V=IR"의 관계를 만족한다.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 전하를 (+) 전하와 (―) 전하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역학적 일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 에너지를 다시 전기적 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전압분배기 (voltage divider)와 전류분배기 (current divider)

 저항의 직렬 및 병렬연결을 통해 전압 분배기(a) (voltage divider)와 전류 분배기 (b) 
(current divider) 회로를 구성하고 각 회로의 전류, 전압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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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전압분배기는 저항의 직렬연결을 통해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으며, 전류분배기는 저항의 병
렬연결을 통해 전하를 분배할 수 있다. 기전력과 저항으로 이뤄진 직/병렬회로의 전압 및 전
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직렬회로

입력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며 각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의 전체 합은 입력전압과 
같다. 이와 달리 전류는 회로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

∴  


 


  


,   ∴  

   


 

- 병렬회로   

전체전류는 회로의 각 분기점에서 분배되며, 저항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결정된다. 병
렬회로에서 전압은 상수이다.

∴      ,  

∴  





 









 


 

  2) 키르히호프의 전압법칙 (KVL)

전기회로에서 임의의 폐회로(고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정전 퍼텐셜의 총합 0이다.

              그림 3.1 두 개의 고리를 가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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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①번 폐회로에 대한 전압법칙
        (1)

②번 폐회로에 대한 전압법칙
                                (2) 

         

※) 두 폐회로의 공통단자 (여기서, )인 경우 두 전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전력

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극성을 고려하여 부호를 결정해야만 한다. (위 그림 참조) 

  3)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 (KCL) 

여러 도선이 만나는 접점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그림 3.2 두 개의 접점을 가진 회로 

  

① 접점1에 대한 전류법칙

      (3)

※) (V는 접점1의 전위) 단, 접점의 수가 “n”일 경우 전류의 중복연산을 피하기 위해 “n-1”개
의 접점에 대해서만 위 규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
으며, 계산 결과 로 부터 전류 방향을 고칠 수 있다. (전류값이 “-”인 경우 방향은 반대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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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키르히호프법칙을 이용한 응용

           

       그림 3.3 두 개의 고리와 두 개의 접점으로 구성된 회로 

                   
① 접점에 대한 전류법칙

       (접점a) 또는      (접점 b)

② 폐회로에 대한 전압법칙
     (폐회로 1)

     (폐회로 2)

 나. 오실로스코프와 신호발생기의 원리 및 사용법

① 오실로스코프의 원리 및 사용법 (메뉴얼 참조)
② 신호발생기의 원리 및 사용법
 
오실로스코프와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 다양한 형태의 파형을 관찰하고 주어진 파형에 대한 전압, 주파수를 결정한다.
-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두 신호의 주파수와 위상차에 따른 리사쥬 도형을 관찰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전기회로 (R-circuit), 멀티미터, 직류전원장치, 회로 구성을 위한 전선 (적색선 4개, 흑색선 4
개) ,오실로스코프,  신호발생기,  BNC-BNC 케이블 (2개), BNC-악어클립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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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방법

  1) 전기회로의 전류/전압 특성

그림 3.4 전기회로도

① 저항을 이용하여 그림 3.4의 전기회로도와 같이 회로를 구성한다.
※ 저항은 33 Ω, 100 Ω, 300 Ω 중 선택하여 연결한다.  

②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회로의 전류/전압 특성을 조사한다.

※ 전압/전류 측정 시 멀티미터 탐침 연결법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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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실로스코프와 신호 발생기의 특성

(1) 파형의 전압 및 주파수 측정
①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오실로스코프와 신호발생기의 전원을 켠다.

② BNC-BNC 케이블을 이용하여 한쪽은 신호발생기의 출력단자에 또 다른 한쪽은 오실로스
코프의 CH1에 연결한다.

③ 신호발생기에서 정현파(sine wave)를 선택하고 숫자판이나 다이얼을 이용하여 주파수 결
정한다.

④ 신호발생기의 “Output" 버튼을 눌러 정현파(sine wave)를 오실로스코프로 입력한다.

          

⑤ 오실로스코프의 “Auto Scale"  버튼을 누른다.

⑥ 오실로스코프의 “1”과 “2”를 이용하여 파형의 크기 (수직 축: 전압, 수평 축: 시간)를 조절
한다. (분석하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로 설정한다.)

⑦ 파형이 화면상에서 흐를 경우 “5”를 돌려 정지한 파형을 얻는다. (5: 트리거 기능)
※ “3”과 “4”를 이용하여 파동을 단순히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⑧ “6”과 “7”을 이용하여 주어진 파형의 주파수와 피크전압을 측정한다.
※ 신호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발생기의 “utility" 
기능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임피던스를 ”High Z“로 설정)

⑨ 신호발생기의 전압을 멀티미터로 측정한다. () 

⑩ 신호 발생기에서 “Ramp”을 선택하고 “Symmetry”을 선택하여 50%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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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삼각파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 커서 선택버튼인 “6”을 누르게 되면 “8”에 다양한 기능이 나타나며,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⑫ "6" 아래의 Meas 버튼을 누르고 유형을 “AC RMS - N 사이클”으로 설정한 뒤 추가 측정
을 누른다.

(2) 리사쥬 도형 (Lissajous figures) 발생 및 분석
① 두 개의 BNC-BNC 케이블의 한 쪽 단자는 두 대의 신호발생기의 출력단자에 연결하고 다
른 한 쪽은 오실로스코프의 CH1과 CH2에 연결한다.

② 신호발생기에서 정현파를 선택하고 숫자판이나 다이얼을 이용하여 주파수 결정한다.

③ 신호발생기의 “Output" 버튼을 눌러 정현파를 오실로스코프로 입력한다.

           

④ 오실로스코프의 “Auto Scale"  버튼을 누른다.

⑤ “9”번 (Horiz)을 누른 다음 “10”에서 "Time mode"를 “XY"로 설정한다.

⑥ 두 정현파의 주파수와 위상차를 변화시켜 가며 리사쥬 도형을 관찰한다. 
※ 두 신호발생기 자체의 미세한 위상차로 인해 초기조건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신호
발생기를 선택, “Utility" - ”Output setup" - "Adjust phase"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의 리사
쥬 도형을 보면서 위상차가 0이 될 때까지 다이얼을 돌려 보정한다.

⑦ 주파수의 비가 1:1과 1:3인 경우 각 위상차 (     )에서의 리사쥬 도
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