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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Lissajous Patterns for the Voltage Amplitude and
the Phase Difference in RLC Series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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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easured the input and the output voltage signals and the phase in RLC electrical circuits
composed of electrical devices such as resistors, inductors and capacitors. Lissajous patterns were
observed by using the XY mode of the oscilloscope system in which the ac voltage signal was input
to the channel X and the voltage signal from the RLC electrical elements was connected to the
channel Y. The Lissajous figures were found from the linear and the elliptical orbit analyzed by
using the magnitude and the phase difference for the voltages from the electric devices. In addition,
we observed the linewidth of the spectrum in the frequency domain by using a Fourier transform
of the waveform of the tim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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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RLC series circuits, AC voltage, Lissajous patterns, Fourier transform, Phase

RLC 직렬회로에서 전압진폭 및 위상차에 따른 리사주 도형 분석
양미나 · 김세헌∗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교육과학연구소, 제주 63243, 대한민국
(2016년 9월 8일 받음, 2016년 10월 12일 수정본 받음, 2016년 10월 18일 게재 확정)

우리는 저항 (Resistance, R), 인덕턴스 (Inductance, L), 전기용량 (Capacitance, C) 의 전기회로를
구성한 후 입력/출력 전압 진폭과 위상을 측정하였다. 함수발생기의 사인파형 전압과 주파수를 입력신호 (X
채널) 로 연결하고 RLC 전기소자의 전압강하를 출력신호 (Y 채널) 로 연결한 후 오실스코프에서 리사주
도형을 관찰하였다. 각각의 전압파형에 의존되는 리사주 도형이 선, 타원 모양으로 관측되었으며 이것을
전기소자의 전압크기 및 위상차로 분석하였다. 특히, 시간함수의 파형을 푸리에 변환함으로서 주파수
공간에서 스펙트럼의 선폭을 관찰하였다.
PACS numbers: 97.10.Ld, 97.10.Ld, 07.50.Ek, 02.30.Nw, 85.60.Pg
Keywords: RLC 직렬회로, 교류전원, 리사주 도형, 푸리에 변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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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파동은 진폭과 위상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보통의 파형
은 sinusoidal 함수로 표현된다. 평면조화 전자기파 (plane
harmonic electromagnetic wave)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
⃗ =E
⃗ 0 ei(⃗k·⃗r−ωt) , H
⃗ =H
⃗ 0 ei(⃗k·⃗r−ωt) 와 같이 전기장
다. E
과 자기장이 중첩된 파동에서 편광상태를 선편광 (linearly
⃗0 와 H
⃗0
polarized) 되었다고 한다 [1]. 여기서 진폭벡터 E
가 상수이고 실수 벡터이다. 또한, 전자기파의 두 개의 성분
벡터합의 상태에 따라 진폭이 같고 위상차가
편광 (circulary polarized) 이 되며, 위상차가

π
2 될 경우 원
π
2 이며 진폭의

크기가 다른 파동 벡터합의 상태이면 타원편광 (elliptically
polarized) 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합성된 전자기파의
편광상태가 진폭과 위상각에 의존됨을 RLC 교류 직렬회
로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류전원에
따라 각각의 저항, 인덕터, 축전기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Fig. 1. (Color online) (a) RLC series circuit, (b) phase,
(c) lissajous-Pattern.

위상지연과 전압강하가 발생하게 된다 [3]. 이것을 전기회
로를 구성한 후 소자의 전압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두 개의
수직 채널에 연결하게 되면 리사주 곡선을 관찰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전자기파의 편광에 대한 파동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전압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VR + VL + VC
= I0 Rej(ωt−ϕ) + jωLI0 ej(ωt−ϕ) +

II. 이론적 배경
1. RLC 직렬회로
Fig. 1과 같이 저항 (R), 인덕턴스 (L), 전기용량 (C) 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RLC 회로에 교류 기전력
V = V0 ejωt

(1)

을 가해주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RLC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는 다음과 같다.
i = I0 ej(ωt−ϕ)

(2)

그러면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다음과 같다 [5].
VR = iR = I0 Rej(ωt−ϕ)
di
VL = L = jωLI0 ej(ωt−ϕ)
dt
q
I0 j(ωt−ϕ)
VC =
=
e
C
jωC

I0 j(ωt−ϕ)
e
jωC

1
= (R + j(ωL −
))I0 ej(ωt−ϕ)
ωC
√
1 2 jϕ
= R2 + (ωL −
) e (I0 ej(ωt−ϕ) )
ωC
√
1 2
= R2 + (ωL −
) (I0 ejωt )
ωC
= ZI0 ejωt

(4)

이 된다. 이때 저항, 인덕터,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된 교
류회로에서의 합성저항을 임피던스 Z 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6]. 식 (5) 에서의 XL 과 XC 는 각각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이다 [7].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
1 2
)
Z =
R2 + (ωL −
ωC
√
=
R2 + (XL –XC )2
(5)
Fig. 1(b) 로부터
tan ϕ =

(3)

여기서, VR , VL , VC 는 저항, 인덕터, 축전기에 의한 전압
강하를 가리킨다. 이때 각각의 소자 저항, 인덕터, 축전기의

I0 XL − I0 XC
VL − VC
=
VR
I0 R

(6)

이므로 위상상수 ϕ 는
ϕ = tan−1 (

XL − XC
)
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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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2 , VL , VC 세 성분의 전압들을 더하면
VR2 + VL + VC
I0 j(ωt−ϕ)
= I0 R2 ej(ωt−ϕ) + jωLI0 ej(ωt−ϕ) +
e
jωC
√
ωL − 1 2 jθ
= R22 + (
) e (I0 ej(ωt−ϕ) )
ωC
√
ωL − 1 2 j(θ−ϕ)
= R22 + (
) e
(I0 ejωt )
(9)
ωC
이다. 이때 세 성분의 교류저항, 임피던스를 Z2
√
1 2
Z2 =
R22 + (ωL −
)
ωC
√
=
R22 + (XL − XC )2
Fig. 2. (Color online) (a) R − RLC circuit, (b) phase,
(c) lissajous-Pattern.

로 놓으면 식 (9) 는 다음과 같다.
√
VR2 + VL + VC =

R22 + (ωL −

(10)

1 2 j(θ−ϕ)
) e
(I0 ejωt )
ωC

= Z2 I0 ej(θ−ϕ) ejωt

이다.

= Z2 I0 ej(ωt+(θ−ϕ))

식 (4) 에서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 인덕터, 축전기의 양
단의 전압을 더하면 회로의 입력전압과 같다. 즉, 이 경우
입력과 출력의 위상차는 0이 된다. 그러므로 입력파와 출
력파에 대하여 리사주 도형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Fig. 1(c)

(11)

즉, Fig. 2(b) 에서의 입력파에 대해서 출력파는 θ −ϕ 만큼의
위상차를 가진다. 이 위상차 θ − ϕ 를 Fig. 2(b) 의 위상을
이용하여 구해보자. Fig. 2(b) 로부터

와 같은 선형만 나타난다.

VL − VC
I0 XL − I0 XC
=
VR
I0 (R1 + R2 )
VL − VC
I0 XL − I0 XC
tan θ =
=
VR
I0 R 2

tan ϕ =

2. R − RLC 직렬회로

(12)

와
Fig. 1(a) 의 RLC 회로에서 저항 하나를 추가한 후 직렬
로 연결하여 Fig. 2(a) 와 같은 R − RLC 회로를 구성해보
자. 위의 RLC 회로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이 회로의
명칭을 R − RLC 회로라 하겠다. 이때 이 회로에 가해준
교류기전력은 식 (1) 과 같다면, 이 회로 또한 R, L, C 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식 (2) 와 같은 전류값을 가지게
된다.

tan(θ − ϕ) =

tan θ − tan ϕ
1 + tan θ tan ϕ

=

(XL −XC )
L −XC )
− (X
R2
(R1 +R2 )
C ) (XL −XC )
1 + (XLR−X
(R1 +R2 )
2

=

R1 (XL − XC )
R2 (R1 + R2 ) + (XL − XC )

(13)

를 얻을 수 있다. 식 (12) 로부터 ϕ 와 θ 는

이 때의 각 저항, 인덕터, 축전기의 양단의 전압은 다음과

XL − XC
)
R1 + R2
XL − XC
)
θ = tan−1 (
R2

ϕ = tan−1 (

같다.
VR1 = iR1 = I0 R1 ej(ωt−ϕ)
VR2 = iR2 = I0 R2 ej(ωt−ϕ)
di
VL = L = jωLI0 ej(ωt−ϕ)
dt
I0 j(ωt−ϕ)
q
=
e
VC =
C
jωC

(14)

이다. 식 (13) 또는 식 (14) 를 이용하여 위상차 θ − ϕ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8)

식 (8) 에서 저항 R2 , 인덕터, 축전기에 의한 전압강하

θ − ϕ = tan−1
= tan−1

R1 (XL − XC )
R2 (R1 + R2 ) + (XL − XC )
XL − XC
XL − XC
− tan−1
(15)
R2
R1 +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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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Measurement system (a) RLC series circuit and (b) R − RLC series circuit.

Fig. 4. (Color online) Input and output voltage signal in RLC series circuit measured at 10 kHz and 1 MHz,
respectively. (a) Waveform in time domain, (b) lissajous pattern and (c) spectrum in frequency domain using Fourier
transform. The black line is input signal and the red line is output signal.
Fig. 2(b) 에서 입력신호에 대한 출력신호는 식 (15) 와
같은 위상차를 가지게 된다. 두 개 파동의 위상차가 0이
되지 않으면 리사주 도형은 선형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
(Fig. 2(c)).

nF 를 직렬로 연결한 후, 디지털 함수발생기 (Protek 9320)
를 교류전원발생장치로 사용하였다. 함수발생기의 전압은
2 Volt (peak to peak) 이며, 주파수 10 kH ∼ 1 MHz 범위
에서 sinusoidal 함수의 펄스열을 공급하였다. 전압신호를
관측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 (HP 54600B) 샘플링 속도

III. 연구 방법

100 MHz를 사용하였으며 함수발생기의 전압신호는 오실
로스코프의 채널 1에 입력하고, RLC 소자의 전압신호는

Fig. 3(a) 과 같이 RLC 회로에 따라 브레드보드에 전기
소자 저항 R = 100 Ω, 인덕터 L = 4 mH, 축전기 C = 10

채널 2에 입력한 후 오실로스코프 모니터에서 전압해상도
Volts/div = 500 mV/ 조건으로 관측하였다. 특히, 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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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Input and output voltage signal in R − RLC series circuit measured at 90 kHz and 1 MHz,
respectively. (a) Waveform in time domain, (b) lissajous pattern and (c) spectrum in frequency domain using Fourier
transform. The black line is input signal and the red line is output signal.
곡선분석을 위하여 XY 모드에서 관측하였으며 측정된 데이

오실로스코프의 시간해상도는 Time/div = 1 µs/ 으로서

터는 IEEE 488.2-USB 케이블을 오실로스코프와 컴퓨터를

마루와 마루간격 즉, 주기는 1 µs가 된다. 전술한 이론과

연결하여 GPIB 통신을 설정한 후 Lavbiew 8.5 프로그램을

같이 관측된 실험에서 교류전원의 위상과 R, L, C 의 전압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ASCII 파일로 저장하였다. Fig. 3(b)

위상은 동일하게 됨으로서 리사주 도형에서 선형모양으로

의 경우 저항 R1 = 1 kΩ 을 추가하였고 R2 , L, C 의 전기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수식과 같이 시간영역의

소자 용량은 Fig. 3(a) 와 동일하며 R2 , L, C 의 전압강하

파동을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 +∞
1
g(ω)e−iωt dω
f (t) = √
2π −∞
∫ +∞
1
√
f (t)eiωt dt
g(ω) =
2π −∞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2에 입력한 후 관측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6)

Fig. 4 는 RLC 직렬회로의 전압 입력 신호에 대한 출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8, 9]. 디지털

력신호를 주파수 10 kHz와 1 MHz 에서 (a) 시간영역 파

함수발생기에서 시간함수로 발생된 교류기전력의 사인파

형분석, (b) 리사주 도형 (c) 푸리에 변환에 의한 주파수

펄스열이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스펙트럼 함수로 나타내

공간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주파수 10 kHz에서 측정된

보면 각각 10 kHz와 1 MHz 주파수를 중심으로 스펙트럼의

오실로스코프의 시간해상도는 Time/div = 50 µs/ 으로

퍼짐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서 관측된 파형의 입력신호, 출력신호 주기가 100 µs 가

Fig. 5는 R − RLC 직렬회로의 전압 입력 신호에 대한

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1 MHz에서 측정된

출력신호를 주파수 90 kHz와 1 MHz 에서 (a) 시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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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는 출력신호가 입력신호에 앞서며 음 일 경우에서는
뒤쳐진다. 임피던스에서 유도 리액턴스 (XL = ωL) 와 용량
리액턴스 (XC =

1
ωC )

크기 차이에 의하여 위상차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V. 결 론
우리는 교류회로에서 RLC 및 R − RLC 직렬회로의
입력/출력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고 리사주 도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기소자의 전압강하에 의한 위상차
유무가 리사주도형에서 선형 또는 타원 궤도로 나타났으며,
Fig. 6. (Color online) Phase difference θ − ϕ in R − RLC
series circuit. The black line is calculated and the red
line is experimental values.

푸리에 변환 분석을 통하여 위상차가 0이 안될 경우 스펙트

파형분석, (b) 리사주 도형 (c) 푸리에 변환에 의한 주파수
공간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주파수 90 kHz 에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파형을 보면 입력신호가 출력신호에 비하여
뒤처지나 주파수 1 MHz 에서는 앞섬을 보여준다. 이것
은 위상차가 유도리액턴스 (XL = ωL) 와 용량리액턴스
1
(XC = ωC
)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
가 낮은 90 kHz 에서는 용량리액턴스가 우세하며, 상대적으
로 주파수가 높은 1 MHz 에서는 유도리액턴스에 의존됨을
알 수 있다. 결국 R2 LC 소자의 전압강하에 의한 출력신
호와 입력신호의 위상차가 0이 안됨을 보여준다. 이것을
오실로스코프의 XY 모드에서 리사주 도형을 관찰하면 타
원궤도가 나온다.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진폭크기가 서로
다르며 위상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원 모양으로 보
여준다. 다만, 주파수 90 kHz에서 입력신호가 출력신호에
비해 뒤쳐질 경우 리사주 도형은 타원궤도에서 시계방향
(clockwise direction) 으로 회전한다. 반면, 주파수 1 MHz
에서는 입력신호가 출력신호에 앞설 경우 리사주 도형은
반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 direction) 으로 회전하는
타원궤도를 보여준다 [10]. 그리고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공간에서 스펙트럼을 보면 중심주파수가 각각 90
kHz 와 1 MHz 이며, 출력신호의 반치전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11]. 주
기운동이 일정함으로서 중심주파수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입력/출력신호의 위상차에 의하여 선폭 감소로 나타났다.
Fig. 6은 R − RLC 직렬회로의 주파수 0 ∼ 1000 kHz 구
간에서 입력/출력 신호의 위상차를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위상차는 1000 kHz 까지 양수의 값을 가지나 실제
실험 측정값은 약 220 kHz 전후로 위상차의 부호가 양 에서
음 으로 바뀐다. 위상차의 계산값과 실험값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전기소자 R, L, C 각각의 특성값이 상수가 아니라
주파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상차의 부호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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