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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 유도유도 결합결합 회로회로

• 인덕턴스에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면 자기장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 소비한다.

자속 (magnetic flux) 발생

• 자속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인덕턴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 누설자속(leakage flux): 자기 자신하고만 쇄교하는 자속

- 상호자속(mutual flux): 다른 코일과 쇄교하는 자속

• 근처에 있는 인덕터에서 발생한 자속에 의하여 서로 영향을 받는 인덕턴스가 포함된
회로를 유도결합회로유도결합회로(inductively coupled circuit)(inductively coupled circuit)라 한다.

유도결합을 다루기 위하여 RLC 이외에 상호상호 인덕턴스인덕턴스(mutual inductance) (mutual inductance) MM[H]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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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 유도유도 결합결합 회로회로

자속이 쇄교하는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회로 전체의 인덕턴스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상호 인덕턴스는 (+)로, 회로 전체의 인덕턴스 값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로 계산한다.

(a)의 경우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

(b)의 경우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서로 상쇄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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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 유도유도 결합결합 회로회로

코일 근처에 점을 찍어 코일의 상대적인 감긴 방향을 나타낸다.

전류가 들어오는 단자나 나가는 단자에 점을 찍는데, 각 코일의 같은 단자에 점을 찍으

면 상호 인던턱스는 (+), 서로 다른 단자에 점을 찍으면 상호 인덕턴스는 (-)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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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 상호상호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계산과계산과 결합계수결합계수

L1에 전류가 흐르면 L2에 M만큼 영향을 주고, L2에 전류가 흐르면 L1에 M만큼 영향을 준
다.

유도결합을유도결합을 해석할해석할 경우에는경우에는 반드시반드시 상호상호 인덕턴스를인덕턴스를 두두 번번 고려해야고려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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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 상호상호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계산과계산과 결합계수결합계수

단자 a-b사이의 전압 Vab는

 IIIIIV MLLjMjLjMjLjab 22121  

단자 a-b사이의 전압 Vab는

 IIIIIV MLLjMjLjMjLjab 22121  

)(L

)(L

하나의 자기 인덕턴스로 등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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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 상호상호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계산과계산과 결합계수결합계수

상호 인덕턴스 측정

MLLL 221)(  MLLL 221)( 

   

4
 


LL

M

결합계수 (coefficient of coupling) k

21LL
Mk  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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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 상호상호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계산과계산과 결합계수결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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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해석해석

변압기의 대표적인 등가회로이다.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는 외관상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지만, 인덕턴스에 의하여 유도

결합 되어 있다.

전원에 의하여 L1에 전류가 흐르면, 유도결합에 의해 L2에도 전압이 유도된다. 아무런 전

원이 없는 오른쪽 회로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전류가 L2를 흐르면 유도결합에 의

해 L1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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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해석해석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할 때의 회로의 전압 방정식은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하면, 왼쪽 회로에 I2의 영향을 반영하고 오른쪽 회로에 I1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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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해석해석

크래머의 공식을 적용하면,

따라서, 이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driving point impedan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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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해석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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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등가등가 회로회로

메쉬해석법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인덕턴스를 적당히 변환해서 자기 인덕
턴스만의 회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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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등가등가 회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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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 유도유도 결합회로의결합회로의 등가등가 회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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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 자기자기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합성법합성법

21 LLL  2121 LLjLj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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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 자기자기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합성법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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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 자기자기 인덕턴스의인덕턴스의 합성법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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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 커패시턴스의커패시턴스의 합성법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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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 커패시턴스의커패시턴스의 합성법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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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 커패시턴스의커패시턴스의 합성법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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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 교류교류 브리지브리지 회로회로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어 브리지가 평형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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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 교류교류 브리지브리지 회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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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 교류교류 브리지브리지 회로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