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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도선으로 제작한 도기기의 임계 류는 도선에 
가해지는 자장에 의해 결정된다. 도선에 가해지는 자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임계 류를 결정하는 자장의 크기를 정하기가 어려워 임계 류
를 측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도선에 인가되는 수직방향
과 수평방향의 자장을 고려하여 도 권선의 임계 류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시한 방법으로 단일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와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된 도마그넷의 임계 류를 계
산하여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1. 서    론

    도체에 자장이 인가되면 임계 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선
으로 제작한 도기기의 임계 류는 도선에 가해지는 자장에 의
해서 결정된다. 도선에 균일한 외부자장이 인가되면 자장-임계 류 
곡선을 이용해서 임계 류를 측할 수 있으나, 도선에 가해지는 자
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임계 류를 결정하는 자장의 크기를 정하기가 어
려워 임계 류를 측하는 것이 어렵다.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되는 고
자장용 도 마그넷[1],[2] 등의 일반 인 도기기에서는 도권
선에 인가되는 자장이 크기와 방향이 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 
권선의 임계 류를 측하기는 어렵다. 
    인가되는 자장의 크기와 방향이 치마다 다른 도 권선에서 임
계자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인 방
법을 통해서 도 권선의 임계 류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
다. 제시한 방법으로 단일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와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된 도마그넷의 임계 류를 계산하여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2. 초전도마그넷에 인가되는 자장

    도선에 자장이 인가될 때에 임계 류가 감소하는 정도는 수직
방향 자장이 인가될 때가 크고 수평방향의 자장이 인가될 때가 다. 그
림 1은 수직방향 자장과 수평방향 자장이 도선에 인가될 때에 
BSCCO선의 임계 류를 보인 것으로 수직방향의 자장이 인가되면 임계
류가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선으로 제작하는 

도기기의 임계 류는 그림 1과 같은 자장-임계 류 곡선과 부하선을 이
용해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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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SCCO선의 임계전류-자장 곡선

    도선으로 권선을 한 팬 이크 권선의 경우는 팬 이크 권선의 
내부에 발생하는 자장에 의해서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가 결정된다. 
도 시편에서 자장-임계 류 특성을 측정할 때에는 균일한 자장을 

인가하지만, 팬 이크 권선의 내부에 발생하는 자장은 모든 치마다 다

르기 때문에 도시편에서 측정한 자장-임계 류 특성을 이용해서 바
로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를 측할 수가 없다.  
    그림 2.a)는 하나의 팬 이크 권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력선 분포
이고 그림 2.b)는 권선부분에 인가되는 자력선 분포만 보인 것이다. 그
림 3.a)는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된 도마그넷의 자력선 분
포이고 그림 3.b)는 10개의 팬 이크 권선 에서 가장 아래쪽에 치한 
팬 이크 권선에 인가되는 자력선 분포를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팬 이크 권선 내부의 자력선은 치마다 크기와 방향
이 다를 뿐만 아니라 팬 이크 권선의 구성과 치에 따라서도 크게 달
라진다. 

              a)                                 b) 
<그림 2> 단일 팬케이크 권선의 의해서 발생하는 자력선 분포

              a)                                 b)
<그림 3> 10개의 팬케이크 권선으로 구성된 초전도마그넷에 의해서 발
생하는 자력선 분포

3. 초전도선과 초전도마그넷에 인가되는 자장의 산정

    도마그넷을 구성하는 팬 이크 권선에 가해지는 자장이 치마
다 크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에 향을 
미치는 자장의 크기를 결정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N턴 감긴 팬 이크 권선의 각각의 턴을 구성하는 도선을 M개의 
요소로 나 어서 각각의 요소에 인가되는 자장 을 구하고 이들의 평

균값을 n번째 턴의 도선에 인가되는 자장 으로 정한다.     

   
  



                                              (1)
    식 (1)에서 구한 은 한 턴에 가해지는 자장으로 이 자장이 N턴 

감긴 체 권선의 임계 류를 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팬 이크 권
선의 모든 턴 에서 인가되는 자장이 가장 큰 턴에 인가되는 평균자장 
에 상수 C를 곱한 를 팬 이크 권선에 인가되는 자장의 크

기로 정한다. 

  ⋅, n=1, N                                     (2)
      
    상수 C는 한 턴에 가해지는 자장이 체 권선의 임계 류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고려한 상수이다. 즉 C가 1이면 자장이 가장 높은 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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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Ic 두께 폭

BSCCO-2223 126A, self-field, 77K 0.285mm 4.4mm

권선
내경 외경 높이 연물 턴 수

50mm 114mm 4.4mm 0.06mm 93

마그넷
내경 외경 높이 권선 수 총 턴 수

50mm 114mm 100mm 10개 930

자장이 권선 체의 임계 류를 결정하는 자장이고 C가 0.5이면 자장이 
가장 높은 턴에 인가되는 자장의 반이 권선 체의 임계 류를 결정
하는 자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권선의 임계 류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직방향 자장과 수평
방향 자장을 모두 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 고 수직방향 자장에 의한 
임계 류와 수평방향 자장에 의한 임계 류 에서 은 것이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의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도 구할 수 있다.  

4. 임계전류 산정 결과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BSCCO 도선으로 권선한 단일 팬 이
크 권선의 임계 류와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된 도마그넷
의 임계 류를 산정한 결과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 다. 
사용된 BSCCO 도선의 사양은 표 1과 같고 도 마그넷의 사양
은 표 2와 같다. 각각의 팬 이크 권선의 권선수는 93이고 턴 사이에는 
기 인 연을 해서 두께가 60μm인 연물을 넣었다.  

<표 1> BSCCO 초전도선의 사양

<표 2> 초전도 마그넷의 사양

4.1 단일 팬케이크 권선 
    그림 4는 단일 팬 이크 권선에서 권선부에 인가되는 자속 도를 
표시한 것으로 그림 4.a)는 수직자장이고 그림 4.b)는 수평자장이다. 세
로축(1-10)은 10개의 요소로 나뉜 도선의 각 부분을 표시하고 가로
축(1-93)은 93턴 각각을 표시한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최  수직자장은 
심에서 밖으로 59번째 턴에서 발생했고 식 (1)로 구한 평균치는 
65mT이었고 최  수평자장은 심에 가장 가까운 턴에서 발생하고 크
기는 224m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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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단일 팬케이크 권선에서 권선에 인가되는 자속밀도 
       a) 수직자장 b) 수평자장

    표 2와 같은 도 마그넷을 제작하여 임계 류를 측정한 결과 단
일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는 75.0A이었다. C를 변화시키면서 식 (2)
로 계산한 수직자장, 수평자장과 그림 1의 자장-임계 류 곡선을 이용
해서 임계 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C가 0.71인 경우에 계산된 
임계 류와 측정된 임계 류(75A)가 같게 된다. 표 3에서 수평자장에 
의한 임계 류가 측정된 임계 류보다 큰 것은 수평자장이 임계 류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임계 류는 수직자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3> C의 변화에 따른 단일 권선의 임계전류 계산 결과 

수직자장 수평자장

임계 류 (A) 자속 도 (mT) 임계 류 (A) 자속 도 (mT)

1 62.70 65 93.99 224

0.9 66.63 59 96.7 202

0.8 70.95 52 99.63 180

0.7 75.72 46 102.45 157

4.2 10개의 팬케이크 권선으로 구성된 마그넷 
    그림 5는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구성되는 도 마그넷의 권
선부에 인가되는 자속 도를 표시한 것으로 그림 5.a)는 수직자장이 가
장 높은 가장 아래쪽 팬 이크 권선부의 수직방향 자속 도이고 그림 
5.b)는 수평자장이 가장 높은 가장 안쪽 팬 이크 권선부의 수평방향 자
속 도이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최  수직 자장은 가장 아래 팬 이크 
권선의 심에서 밖으로 46번째 턴에서 발생하고 크기는 140mT이었고 
최  수평자장은 가운데 팬 이크 권선의 심에서 가장 가까운 턴에서 
발생하고 크기는 469m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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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아래 권선과 가운데 권선에 인가되는 자속밀도 
       a) 맨 아래 권선의 수직자장 b) 가운데 권선의 수평자장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구성된 도 마
그넷의 임계 류는 46.5A이었다. 마그넷의 임계 류는 가장 임계 류가 
낮은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와 
에 치한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가 46.5A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

른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는 46.5A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 
C를 변화시키면서 표 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직자장이 가장 높은 가
장 아래쪽 팬 이크 권선부의 수직자장과, 수평자장이 가장 높은 가장 
안쪽 팬 이크 권선부의 수평자장을 이용해서 임계 류를 계산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단일 권선에서와 비슷하게 C가 0.72인 경우에 계산된 
임계 류와 측정된 임계 류가 일치했다. 이 경우에도 수평자장에 의한 
임계 류가 측정된 임계 류보다 커서 임계 류는 수직자장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C에 따른 10개 권선의 임계전류 계산 결과 

수직자장 수평자장

임계 류 (A) 자속 도 (mT) 임계 류 (A) 자속 도 (mT)

1 34.83 140 69.91 469

0.9 38.56 126 73.81 422

0.8 42.72 112 78.02 376

0.7 47.52 98 82.57 329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
했다. 단일 팬 이크 권선과 10개의 팬 이크 권선으로 제작한 도 
마그넷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를 결정하는 
자장은 식 (1)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수직자장의 70% 정도가 되는 것
으로 밝 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팬 이크 권선을 사용하는 고자장 마그
넷의 임계 류를 산정할 때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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