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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까지 코일을 이용한 자성물질 가속에 코일과 자성물질간의 최 한 거리를 명시한 이 없다. 류세그

먼트 코일구조와 그 다단계를 이용하여 자성물질을 가속 시 통상 코일과 자성 물질이 가깝게만 있으면 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분법으로 극 을 찾은 결과 코일간의 거리에 한 반 치에 있을 때 최 한 거

리임을 알 수 있다. 여러 개의 상하 류세그먼트 코일구조를 만들어 류세그먼트 코일구조가 자성물질인  

강구를 최 한 거리에서 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강구의 질량에 한 코일 최소 류를 실험으로 알았

고 그 결과 코일 건이나 자성물질, 자성유체에 용 시 코일과 물질 간에 최  거리를 해결 하 다.

ABSTRACT

The distance optimizing between coil and magnetic materials never be specified in the magnetic  materials acceleration using the 

coil till now. We can know to be the distance which optimizes  when being in the half position about the distance of intercoil by 

the result of the max point on the Differential calculus. Whether several top and bottom current segment coil structures were made 

and the steel ball in which the current segment coil structure is the magnetic materials could be accelerated in the optimizing 

distance or not confirmed. When the coil valley current about the mass of the steel ball was known as the experiment and it was 

but to be the nose consequently it applied to the magnetic materials and magnetic fluid, the optimal distance was solved between 

the coil a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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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건은 물체를 류가 통과하는 류 자기 방식

과 물체를 류가 통과 하지 않고 코일로만 가속하는 

코일 건[1] 방식이 있다. 물체를 류가 통과하는 방

식은 마찰과 과열로 인해서 가속될 물체에 좋지 않은 

향이 미친다. 코일로만 가속될 수 있는 것은 코일 

건 으로서 설치가 간단하고 피 투사체가 코일의 

부분이 작아서 류자기방식보다 기계  마모가 고

달되는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서 마그네틱 토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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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속기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코일 건에서 문제

은 코일과 자성물질간의  거리가 무조건 가까우면 

가속 힘의 크기가 큰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코일의 구

조에 따라 자성 물질과 코일간의 최  거리가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류세그먼트 코일(cur-

rent segment coil: csc)을 쓸 경우  자계의 세부  계

산이 쉽게 유도 되어 자성 물질에 하여 자화되는 

크기와 방향을 정량 으로 알 수 있어서 자성 물질을 

가속과 가속방향을 코일 설계로 결정 할 수 있다. 

csc구조는 단순한 코일 하나를 나열해 놓은 구조[3]

로 생각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선 하나에 흐르는 

류[4]를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간단하

다.  앞으로 곧 실용화될 그래핀 코일을 상해서 그

래핀 코일을 신하여 설계할 수 있는 다  류세그

먼트 코일 (multi csc; mcsc)을 이용하여 가속장치를 

설계하는데 , 그것은  mcsc로 설계된 것은 그래핀 코

일 한 가닥으로 설계되는 구조와 같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csc구조를 세부 으로 계산하여 정량화 한 후 

실제 mcsc의 간략구조를 만든 후 코일을 다단계로 배

열하여 단순히 φ1, φ2 류 상을 나 어 주 수를 제

어하는 방식으로 차 으로 빨라지는 이동자계를 만

들어 자성물질 신  강구를 자성물질로 체하여  가

속되는 결과를 실험으로 운동을 확인하고 센서 없는  

BLDC 모터설계 응용 [5], 강체 피스톤 펌 에도 응용 

가능 한지 고찰 하는 것이다. 

Ⅱ. 자성물질과 csc의 최 거리 계산과 
mcsc 구조

csc 코일은 한 가닥씩의 코일단 를 직선으로 배열

하여 이용하는 것이고 멀티 코일은 그림1과 같이 단

순히 사각형에 코일을 N번 감은 뭉치  사각형 한변

을 이용 하는 것이다. 그림과 같은 단일 코일 신 다

 코일을 그림1 과 같이 겹쳐서 배열해 놓으면 mcsc

가 된다. 그림2. 에서 csc 코일 구조에서 자계계산[6]

을 하면 코일 간에 거리가 2s이고 코일근처에 자계를 

이용하는 거리를 d라고 하면 Hx가 가장 클 수 있는 

거리 d를 s와 d의 계로부터  구하여 보자. csc 앙

에서 코일 과 자성 물질간의 거리 r되는 곳의 Hx는 

B=2sinβ 라고 할 때 Biot-Sabart  법칙[7]에서 

그림 1. csc 와 mcsc구조 
Fig. 1 The csc and mcsc structure

그림 2. 코일과 자성체간의 최  거리 d
Fig. 2 The optimal distance d between coil and 

magnetic substance

그 의 자계는 






(1)

∵sin

    tan

 sin 
 sin

(2)

Hx의 최 를 구하기 한 각 𝜽를 좀 더 자세히 

알기 해서 

그림 3. 코일과 자성체간의 세부도
Fig. 3 The detail drawing between coil and magnet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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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i에 해서 Hx를 가장 큰 값을 갖는 각

도를 찾는 방법은 Hx를 𝜽에 해서 미분 하여 0으로 

두면 되므로







sin   (3)

식(3)에서 𝜽는 45도 이므로 Hx의 최 는 s=d 인 

계가 그림2와 같고 d와 s와의 계를 s를 상수로 

두고 𝜽를 각도 변수로 했을 때 정규화 시킨 Hx의 정

량  그래 를 그리면 그림 4 과 같다.

그림 4. 각 𝜽에 한 Hx의 최 도표
Fig. 4 The optimum scheme of the Hx about the 𝜽

따라서 Hx가 가장 클 수 있는 거리 d는 코일 바로 

에서는 d가 작을수록 크지만 코일 앙  d 치에서

는 s와 같다. 이것은 csc 코일간의 거리에 따라 자성물질

을 최 한 치에 놓을 수 있는 요한 결과이다. 

Ⅲ. csc 코일 역 a의 계산 

그림5.에서 실제 쓰이는 csc구조는 csc의 연속배열

에 한 Hx를 필요로 하므로 코일 길이를 2k로 하고 

코일과 자성물질간의 거리를 a로 하고 수직 길이를 d

로 하면 Biot-Sabart 법칙에 의해서

그림 5. csc 에 의한 Hx계산 
Fig. 5 The Hx calculation by the 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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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일정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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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선형 류 도 분포 개념[6][7]에 의해서 I는  



 
  로 둘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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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csc는 그림에서 코일의 수평각도에 따라

서 코일 안에 있는 자성물질의 자계방향이 달라져서 

코일의 수평각도 구조를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하여

야 한다. 만일 mcsc 의 거리가 있어 자성물질이 코일

 외부 에서 보일정도로 배열되어 있으면 코일의 수

평각도와  다른 외부자계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Hx는 자성물질을 x방향으로 자화시

켜서 이동하는 자극을 만들고 코일 a,b와 4 변으로 되

어 있는 심 의 자극 m 과 쿨롱의 흡입력[8] 으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Hx에 의해서 자화되는 과정

은 생략하고 Hx와 m과의 작용으로 힘이 작용 한다고 

가정하여 설계한다.

Ⅳ. csc 자성물질 가속장치 구조 설계

여러 단의 csc 코일구조에 의한 코일 구조 세부 부

분은 그림 6 처럼 틀에 핀을 심으로 코일을 감고 

핀을 빼면 된다.  코일의 역 a인 시작부분에서 Hx

의 크기로 자성물질이 자화되므로  코일의 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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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극 m 에 의해서 식 (9)은 m과Hx에 의해 힘이 

발생되어 가속된다. 

그림 6. csc 의 세부구조 방법 
Fig. 6 The detail structure method of the csc

csc 여러단의 실험 방법으로 체 구성 도는 그림 

7 이다. 실험 조건은 각 코일에 류 I를 흘렸을 때 

상부 하부 코일이 서로 어 나게 배열하고 상부 코일

은 𝜙 1, 하부코일은 𝜙 2 상의 류로 제어 한다. 

 
 ∙ (9)

그림 7. csc로 구조한 코일 역 a와 m
Fig. 7 The coil area a and m by the csc.

이 방식은 강구의 속도에 따라 상하부 코일의 주

수를 조 하는 방식으로 강구가 가속 되었을 경우 그

에 따른 주 수를 올려 주는 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센서를 간 간에 삽입한다면 속도체크를 하여 주

수를 자동제어 [9]할 수 있다. 이 구조의 특징은 구

조가 단순하고 코일 간에 거리가 있을 경우 외부에서 

부차 으로 자성물질을 제어 할 수 있고 코일의 수평

방향에 따라 가속되는 방향을 제어 할 수 있다. 이 구

조의 실험고찰 결과  강구[3]가 코일 앙에 오면 정

지 할 것 같으나 강구의 성에 의해서 코일 b 역 

까지 진행한다. 왜냐면 코일 앙 부분과 강구의 작용

하는 힘은 상하 힘으로 만 작용하여 마찰에만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 단순 csc구조로 간단한 실험 장치로 장

치에 강구를 삽입하고 표 1 와 같이 물리  조건을 

주어 수동으로 𝜙 1,𝜙 2 류를 조  한 결과 강구는 

입구에서 끝까지 가속 하 다.

표 1. 물리  조건표 
Table 1. The physical look-up table

종류  
조건

물리  조건 Gauss

강구 17.4𝜙mm 22g 약30

코일 0.6𝜙mm
160

turn
약3.2A 약130

𝜙 1,𝜙 2 10Hz이하

그림 8. 코일 건의 실험 장치 
Fig. 8 The laboratory device of the coil gun

상부 코일 역 a에 𝜙 1상의 류를 인가 시 자화

된 강구의 자속 도 B는 측정결과 약 30 Gauss 이고 

코일 m은 130 Gauss 이상 될 때 와 코일에 류를 

변수로 인가하면 그림 9 과같이 강구가 움직이기 시

작 한다. 만일 상하 코일 밖에 철심이 있을 경우는 

𝜇 [10]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림 9. 코일 건의 강구 가속  고찰 
Fig. 9 The steel ball acceleration consideration of the 

coil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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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실험 결과 가속방향의 각도에 코일의 자

계성분이 dot 성분만이 작용되어  식 (9)와 같으므로  

자극 m과 csc의 자속의 spin 성분이 서로 직각성분은 

힘의 작용이 없으므로  spin이 일치하는 성분은 힘이 

발생되는 결과이다. 그것은 두 도선이 류가 서로 직

각[3]으로 흐르면 힘의 발생이 없고 서로 평행 시 힘

의 발생이 있는  해석이 된다.

Ⅴ. 결 론

코일 한 선으로 배열 하는 csc 신 N번 감은 묶

음 코일을 다  류세그먼트 코일(mcsc)로 소개하고 

mcsc를 앞으로 나올 그래핀 코일로 체 할 수 있는 

구조를 보 다. 이 구조가 아니면 그래핀 코일을 

체 할 수 있는 코일 구조가 재까지 없다. 이 구조

의 우수성은  코일과 코일 사이 거리가 있을 경우 코

일에 의해 자화되는 자성물질을 외부에서 부차 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자성 물질을 가속방향으로 자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구조로 자성 물질을 가속 할 

경우 물질과 코일 간에 가장 최 한  거리를 미분으

로 찾은 것이 본 논문의 정성  정량   핵심이다.  

 자화된 자성물질이 가속되기 해서는 가속 방향

의 자화자계와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극이 식 

(9)와 같이 서로 dot 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실제 

csc구조의 실 으로  그림 7 의 코일 역 a 을 이용 

하도록 하고 코일을 상하부로 나 어 상부에 𝜙 1, 하

부에𝜙 2 상의 류를 인가하여 자성 물질 신 강

구로 체하여 강구가 가속되는 실제 효과를  보

다. 이 구조의 단 이라면 강구의 속도에 동기 하여 

두 상의 주 수[11]를 조  하여야 되는데 ,일정구

간에 센서가 있을 경우 주 수조 이 자동으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자성 물질의 가속에 

csc를 설계 할 경우 코일 수평각도에 따라 가속되는 

방향이 결정되는 장 과 코일 간에 거리가 있으면 외

부에서 자성 물질의 제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장

이 되지만 코일간의 거리에 따른  자성물질과 csc간

의 최 한 거리d 가 있다는 것이 요한 결론이며 이 

구조의 응용으로 발 기[12] 코일제작과 분 반[13] 

선 배치에 자속분포를 상 할 수 있으며 자성체 

피스톤이나 자성유체의 가속장치에 요하게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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