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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se differences (∆Φ) between the applied alternating current (AC) voltage with various
frequencies (f ) to a solenoid and the generated AC current were measured, and the self-induction
coefficient (L) was calculated using f , resistance and ∆Φ. In the dual solenoid structure, ∆Φ
between the AC voltage of the primary solenoid (Solpri ) and the induced electromotive force (ϵ)
of various secondary solenoids (Solsec ) was measured. ∆Φ is caused by L and f of the Solpri , but
the change in L of the Solsec was not affected. In the above experiment, we was able to calculate
the mutual-induction coefficient (M ) of the dual solenoid structure by using the maximum value
of the AC voltage of the Solpri and the maximum induced ϵ of the Solsec . As L increased, the
induced ϵ generated by the Solsec increased, thus, M increased. The experiments are designed
suitably for students to understand ∆Φ in the AC circuit using solenoids, find L,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 and M in the dual solenoid structure.
PACS numbers: 01.30.lb, 01.5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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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솔레노이드 구조에서 상호유도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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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받음, 2020년 1월 30일 수정본 받음, 2020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솔레노이드에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교류전압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교류전류와의 위상차를 측정하고,
이와 주파수 및 저항을 이용하여 자체유도계수를 계산하였다. 이중 솔레노이드구조에서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다양한 2차 솔레노이드의 유도기전력 사이의 위상차를 측정하였다. 위상차는 1차 솔레노이
드의 자체유도계수와 주파수에 의해 위상차가 발생하지만 2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의 변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위의 실험에서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최대값과 2차 솔레노이드의
유도기전력최대값을 이용하면 이중 솔레노이드의 상호유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체유도계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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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2차 솔레노이드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상호유도계수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학생들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하여 교류회로에서의 위상차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자체유도계수를
구하고, 이중솔레노이드에서 자체유도계수와 상호유도계수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실험으로
고안되었다.
PACS numbers: 01.30.lb, 01.50.−i
Keywords: 위상각, 상호유도계수, 솔레노이드, 자체유도계수

I. 서 론

접근할 수 있는 실험장치와 간단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였다.
많은 학교의 전자기실험수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 솔레노이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학지식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수업이 실험이다 [1,2]. 이것
은 과학적인 탐구 방법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직접
실험을 하고 확인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넓힐 수 있기 때
문이다. 실험중심의 수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 결합되어 실험방법과 실험기구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보편화 되고 있다 [3,4]. 과학수업에서는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의 제약과 실험장비의 부족으로
다양한 실험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실험장치로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험방법을 고안하
여 실습을 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창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5–7]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의 일반물리학에 제시되는 전자
기유도법칙의 실험장치에 대한 제안과 전자기유도법칙에
관련된 실험장치의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
었다 [8–11]. 일반실험실에서 학생들에게 직류회로에 대한
실험수업은 저항과 전압을 측정하고 옴의법칙을 이해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류회로에 대한 실험은
쉽게 학생들이 접할 수 있고, 이론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실험수업에 응용이 되고 있지만, 교류회로에
대한 실험은 측정방법과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때문
에 수업에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덕터
를 이용한 교류회로에서 전압와 전류 사이의 위상각 차이
발생과 또한 이중솔레노이드 구조를 이용하여 2차 솔레노
이드의 전자기유도법칙에 의한 유도기전력과 1차 솔레노이
드에 인가된 전압 사이의 위상각 차이 발생을 알아보았다.
위상각 차이 측정 실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교류회로
와 전자기유도법칙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유도계수를 구하는 실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잡한 실험장치나 측
정장치때문에 실험방법의 접근이 힘들 수 있으므로 쉽게

드를 이용하여 저항과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여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교류전류를 측
정하여 솔레노이드에 의해 생기는 위상각 차이를 알아보았
다. 이중 솔레노이드구조를 만들어서 1차 솔레노이드에 의
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유도되는 2차 솔레노
이드의 유도기전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전자기유도법칙을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국내외 대부분의 교재와 실험에서는 RLC교류회로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공명주파수를 구하거나 저항과 인덕터, 축
전기의 교류전압을 측정하여 교류전류와 교류전압의 위상
각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은 저항과 인턱터가 포함된 교류회로에 대한 이해뿐만 아
니라 자기선속의 변화에 따른 유도기전력을 측정하는 전자
기유도법칙을 동시에 이해하고,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I. 이론과 실험
1.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도선을 원통형으로 촘촘하게 말아 만든
기구이다. 솔레노이드에 자석을 가까이 움직이면 솔레노
이드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기선속) 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자기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하여 솔
레노이드에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패러데이
의 전자기 유도법칙 (Faraday’s law of induction) 이라고
부르며, 아래의 식과 같이 유도기전력(ε)을 나타낼 수 있다
[12–14].
ε = −N

dΦB
dt

(1)

위의 식에서 −부호는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기전력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의미이며, N 은
솔레노이드의 감은 수이며, ΦB 는 하나의 코일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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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Experimental setup with a
solenoid (b) phase angle of voltage and current of a
solenoid.
드에서 이 유도기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유도기전력에 의해
솔레노이드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솔레노이드는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등가회로로 생각할 수 있다. 직류회로와 다르게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는 교류회로에서는 교류전류와 교류전압의 위
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자 도표를 사용한 벡터로 전
압과 전류를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Figure 1(a) 는 솔레노이드에 교류전압원, 전압계와 전

Fig. 2. (Color online) In a solenoid structure, (a) graph
of a solenoid voltage and current at 10 Hz (b) phase difference between voltage and current of a solenoid at various frequencies (c) Self-induction coefficient at various
frequencies.

류계가 연결된 실험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솔레노이드에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교류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솔
레노이드에 흐르는 교류전류와 양단에 걸리는 교류전압을
측정하였다. 인덕터에 의해 생기는 교류전류는 교류전압과
위상이 90° 차이가 나지만 Fig. 1(b) 의 위상자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항과 인덕터가 함께 있으면, 교류전류는
교류전압과 90°의 위상 차이가 아닌 ϕ1 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RL회로에 흐르는 교류전류와 교류전압과의 관계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의 저항값과 9.13 mH의 자체유도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
실험은 솔레노이드의 저항과 인덕터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류회로의 위상각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으로 교류전압과
교류전류의 측정은 10 Hz에서 100 Hz실험에서는 전압전
류센서(Pasco, PS-2100) 를 사용하고, 1000 Hz와 2000 Hz
의 실험에서는 각각의 전압센서(UI-5100)과 전류센서(PS2184)를 사용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를 각도로 환산하여 위
상차를 계산하였다.
실험은 10 Hz에서 2000 Hz로 주파수를 변화하며 교류

V = Vm sin (2πf t)
√
2
V = IZ = I R2 + (2πf L)

전압과 교류전류를 측정하여 위상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I = Im sin (2πf t − ϕ1 )
Vm
= √
sin (2πf t − ϕ1 )
2
R2 + (2πf L)
(
)
2πf L
−1
ϕ1 = tan
R

교류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교류전압과

확인하였다. Figure 2(a) 은 10 Hz로 측정한 교류전압과
(2)

교류전류의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b) 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측정한 교류전압과 교류전류의
위상각 차이로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위상각 차이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측정한 위상각 차이
와 멀티미터(agilent 34401A)를 이용하여 측정한 저항값과

위의 식에서 V 는 교류전압, f 는 교류전압의 주파수이다.

다양한 주파수를 Eq. (2) 에 대입하여 얻은 자체유도계수

R 은 솔레노이드의 저항, L 은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

를 Fig. 2(c) 에서 나타내었다. 따라서, LCR미터가 없을

또는 자체인덕턴스, Z 는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Z 는 R과 L

경우 솔레노이드에 가해진 전압의 주파수와 솔레노이드의

에 사용된 리액턴스의 벡터합으로 표현된다. 솔레노이드의

저항을 알고, 교류전압와 교류전류와의 위상차를 측정할 수

Z 는 솔레노이드의 저항과 구조와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L

있으면 자체유도계수를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과 교류전압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앞의 실험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주파수에 따른 위상각 차

교류전압원을 솔레노이드에 연결하고 교류전압과 교류

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표 1에 실험에 사용한 다양한 솔

전류의 위상차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1

레노이드의 길이, 직경, 감은 수와 저항 및 자체유도계수를

차솔레노이드는 길이가 0.5 m, 직경이 0.07 m이며 5.71 Ω

나타내었다. 자체유도계수에 따른 위상각 차이의 변화를

338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4, April 2020

Fig. 3. (Color online) In a solenoid structure, Phase difference between voltage and current of solenoid according
to self-induction coefficient.

확인하기 위하여 1.35 mH, 5.34 mH, 12.25 mH의 솔레노
이드를 사용하였고, 솔레노이드의 RL회로에서 인가하는
교류전원의 주파수를 1000 Hz로 고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가 증가할수록 교류전압과 교
류전류의 위상각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Fig. 3에서 확인
하였다. 이론값은 LCR미터(Agilent U1732A)로 측정하여
얻은 저항과 인덕터 값을 Eq. (2) 에 대입하여 위상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측정값과 이론값이 매우 유사함을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2. 이중솔레노이드

Figure 4(a) 의 이중 솔레노이드구조는 1차 솔레노이드
내부에 2차 솔레노이드가 있는 구조로, 교류전원장치는
Pasco, 850 Universal Interface를 사용하였으며, 교류전압
과 유도기전력을 측정한 실험에서는 오실로스코프(Agilent,
DSO3102A) 와 전압센서를 같이 사용하였다. Figure 4(a)
에서 보여주는 이중 솔레노이드 구조에서 1차 솔레노이드에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위상차가 있는 교류전류가 발생한다.
이 전류에 의해 솔레노이드 내부에 교류자기장이 발생하고
내부에 있는 2차 솔레노이드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된
다. Figure 4(b) 의 위상자 도표를 보면 2차 솔레노이드의
유도기전력과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의 위상차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Fig. 4. (Color online) (a) Experiment setup for a Dual
solenoid structure (b) phase angle of voltage and current of primary solenoid voltage and secondary solenoid
voltage.

V1 = V1m sin (2πf1 t)
I1 = I1m sin (2πf1 t − ϕ1 )
V1m
= √
sin (2πf1 t − ϕ1 )
2
R12 + (2πf1 L)
dΦB
N1 2
= −N2 µ0
πr I1m (2πf1 ) cos (2πf1 t − ϕ1 )
dt
l1 2
N1 2
π
= N2 µ0
πr2 I1m (2πf1 ) sin (2πf1 t − ϕ1 − )
l1
2
(3)

ε2 = −N2

위의 식에서 V1 , I1 , f1 , N1 , l1 은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
압, 교류전류, 주파수, 감은 수, 길이이며, V1m , I1m 은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교류전류의 최대값이다. ϕ1 은 1
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류와 교류전압의 위상각 차이이며,
ε2 는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 2차솔레노이드의 유
도기전력다. N2 와 r2 는 2차 솔레노이드이 감은 수와 반지
름이며, µ0 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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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Solenoids Used in Experiments.
Length[m]
0.5
0.3
0.3
0.3
0.3
0.3

1
2
3
4
5
6

Diameter[m]
0.07
0.04
0.04
0.04
0.0385
0.0275

Winding number(count)
1000
1550
1031
515
1040
1040

Resistance[Ω]
5.71
17.44
11.5
5.76
25.8
12.6

Self inductance[H]
0.00913
0.01225
0.00534
0.00135
0.00389
0.00266

이중 솔레노이드 내부의 상호유도계수는 Eq.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B1 은 1차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
기장, n1 은 1차 솔레노이드의 단위길이당 감은 횟수, ΦB 는
1차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선속, A1 은 1차 솔레노이드의
단면적, L1 은 1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이다. M 은
이중 솔레노이드의 상호유도계수이며, N2 는 2차 솔레노이
드의 감은 수, A2 는 2차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다.
N1
I1
l1
N1
Φ B = B 1 A1 = µ 0
I1 A1
l1
B1 = µ0 n1 I1 = µ0

(4)

2

L1 =

N1 ΦB
(N1 )
= µ0
A1
I1
l1

M=

N2 Φ12
µ0 L1 2
N1 N2
= µ0
A2 = (
) N2 A2
I1
l1
l 1 A1

1

이중 솔레노이드 구조에서 1차 솔레노이드에 교류전원을
인가하면 자체유도계수 때문에 위상의 차이를 가진 교류전
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에 의해 솔레노이드 내부에 교류자
기장이 발생한다. 이 교류자기장에 의한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하여 2차 솔레노이드에 전자기유도법칙에 의하여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2차 솔레노이드의 유도기전력 사이에는 위상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체유도계수뿐만 아니라 패러데이의 전
자기유도법칙에 따른 효과도 같이 나타났다. 이것은 교류
전류 때문에 생기는 교류자기장의 시간변화율로 발생하게
되는 90도의 위상 차이와 전자기유도법칙에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렌츠의 법칙 때문에 생기는 180도의 위상
차이의 합으로 나타난다. 위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
험에 사용된 1차 솔레노이드는 길이가 0.5 m, 직경이 0.07
m이며 5.71 Ω 의 저항값과 9.13 mH의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고, 2차 솔레노이드는 길이가 0.3 m, 직경이 0.04 m이며
감은 횟수가 1550번으로 17.44 Ω의 저항값과 12.25 mH의
인덕턴스를 가진 솔레노이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1차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2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
계수를 변화하며 실험을 하기 위해 표 1에서와 같이 길이는
일정하게 놓아두고 감은 수와 직경을 변화시켜, 자체유도계
수와 저항을 1.35 mH와 5.76 Ω, 2.66 mH와 12.6 Ω, 3.89

Fig. 5. (Color online) (a) Phase difference between applied voltage to primary solenoid and induced electromotive force of secondary solenoid in dual solenoid structure
at frequency of 1000 Hz (b) Phase difference between
applied voltage to primary solenoid and induced electromotive force of secondary solenoid at various frequencies
(c) Mutual induction coefficient at various frequencies in
dual solenoid structure.
mH와 25.8 Ω, 5.34 mH와 11.5 Ω, 12.25 mH와 17.44 Ω을
가진 2차 솔레노이드로 실험을 하였다. 1차 솔레노이드는
앞의 위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솔레노이드와 동
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1차 솔레노이드와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자체유도계수
를 가진 2차 솔레노이드들로 구성된 이중 솔레노이드들을
가지고 교류전원장치의 주파수를 변경하여 교류전압과 교
류전류를 측정하였다.
Figure 5(a) 는 1차 솔레노이드에 주파수 1000 Hz로 인
가한 교류전압과 2차 솔레노이드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위상의 차이가 거의
180도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2(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q. (3)의 ϕ1 이 1000 Hz에서 거의 90◦
에 가깝기 때문에, Eq. (3) 의 1차 솔레노이드 인가 전압과
2차 솔레노이드 유도기전력과의 위상각 차이가 거의 180◦
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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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b) 는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의 주파수에
따라 1차 솔레노이드에 인가한 교류전압과 2차 솔레노이드
의 유도기전력사이의 위상각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파수에 따른 1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
계수가 증가하면 1차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교류전류의
위상각이 증가하기 때문에 Eq. (3) 에서 나타나듯이 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과 유도기전력의 위상각 차이가 증
가하게 된다. Figure 5(c) 의 그래프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이중 솔레노이드구조의 상호유도계수를 나타낸다.
Figure 6(a)에서는 1차 솔레노이드에 주파수 1000 Hz의
교류전압을 인가하고 2차 솔레노이드를 변경하여 위상각
차이를 측정하였다. 위의 실험결과를 보면 위상각 차이는
1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와 주파수에 의해 위상각
차이가 발생함으로 2차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의 변화
는 영향은 없다. Figure 6(b) 에서는 1차 솔레노이드의 Eq.
(4) 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체유도계수의 변화에 따른 이중
솔레노이드구조의 상호유도계수를 보여준다. 자체유도계
수가 증가할수록 2차 솔레노이드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상호유도계수가 증가하였다. 상호유도계
수는 실험에서 측정한1차 솔레노이드의 교류전압 (V1m )과
2차 솔레노이드의 최대값 (ε2m )과 1차 솔레노이드의 저항,
주파수, 인덕턴스를 Eq. (5)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I1m = √

V1m
2

R1 + (2πf1 L1 )
ε2m = M I1m 2πf1
ε2m
M=
=
√
I1m 2πf1

2

(5)
ε2m
V1m
2πf1
R1 2 +(2πf1 L1 )2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솔레노이드에 교류전압을 인가하여 측정
한 교류전류의 실험값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 차이의 발생을 이해하고, 이 위상각 차이와

Fig. 6. (a) Phase difference between AC voltage and
induced electromotive force according to change of selfinduction coefficient of secondary solenoid in double
solenoid structure (b) Mutual indu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change of self-induction coefficient of secondary solenoid.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학부생들이
어려워하는 교류회로와 전자기유도법칙을 위상좌표계를 사
용하여 이해할 수 있고, 실험에서 측정한 교류전압을 이용
하여 솔레노이드의 자체유도계수와 두 솔레노이드 사이의
상호유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실험으로 고안되었다.

솔레노이드의 저항과 주파수를 이용하여 자체유도계수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중 솔레노이드 구조에서 1차 솔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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