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간이전류계

☞ 강의 Tip.

▩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이번 단원에서는 전자기력과 전자기유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자침이나

크기는 자기력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자석에 힘을 미칩니다. 이는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같은 성질을

과 코일의 감은 수(N)에 비례합니다.

띠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플레밍의 왼손법칙을 사용하면

알 수 있

습니다. 전동기와 전압계, 전류계는 모두 전자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에 의해 도체 내부에
생기는 기전력

▩ 전자기력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체 주변은 하

※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에 의해 도체에 흐르는 전류

나의 자석이 되어 있으며 이때 영구 자석이 주위에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물
체 주변에 새로 생긴 가상적인 자석과 이 영구 자석의 힘이 반발하여 전기가
흐르는 물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 렌츠 법칙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
다.

▩ 전자기력의 방향
전자기력의 방향을 따질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으로 방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을 전류의 방향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가리키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자기
력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각 손가락의 사이 각
은 직각이어야 합니다.

▩ 전자기 유도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 유도 전류의 방향
㉠ 자석의 N극을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솔레노이드를
자기력선속이 증가하므로, 유도 전류는 자기력선속이 증가하는 것을
위해 B에서 A로 흐릅니다.
㉡ 자석의 N극이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지면 솔레노이드 내부를
자기력선속이 감소하므로, 유도 전류는 자기력선속이 감소하는 것을
위해 A에서 B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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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계
직류전류계는 그림처럼 좌우에 각각 N극과 S극을 가지는 영구자석,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원통형 철심에 코일을 감고 회전축을 달아 놓은 것으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회전축에는 바늘과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일에 전류
가 흐르면 코일은 전자석과 같아져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회전하게 되는
데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한 돌림힘과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같
아질 때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코일을 감은 철심으로 이루어진 전자석의 자
기장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 및 감은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철심이 회
전하는 정도로부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전자기유도와 전자기력의 비교

전자기유도(패러데이.1831발견):외르스테드(H.C.Oersted)가 전류 주위에 자기장
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1831년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

(M.Faraday)가 자석과 코일을 움직여 처음으로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자기장 → 전류 ex)발전기
전자기력(렌츠1834발견):러시아물리학자 렌츠(H.F.E.Lenz)는 유도 전류가 일어
나는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인 렌츠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렌츠의 법
칙은 회로와 전자기장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변화할 경우, 회로에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
한 법칙입니다. 전류 →자기장 ex)전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