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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이미 개발된 리니어형 도 류 보상기는 다양한 동작
조건에서 충  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고, 고자장 도 마그넷용 
류보상기로 용하기 한 기본 인 특성을 수행하고 있다. 충 류는 
도 Nb 박막에 인가되는 자장의 크기와 이동속도(주 수)에 향을 

받아 발생됨이 실험 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특히 인가 주 수가 임계  
이상 (20 Hz이상)에서 충 류가 서서히 감소되는 비선형 인 충 특
성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 Nb 박막에 침투되는 자장의 분
포를 3D FEM을 이용하여 자장분포 해석을 수행하 다. 도 Nb 박
막에 인가되는 자속의 이동속도에 따른 침투 역의 크기 변화를 근거로 
침투자속에 따른 도 Nb 박막의 비선형성을 확인하 다.   

1. 서    론

  고온 도 선재를 사용한 마그넷의 한 기반기술의  세
계 으로 요한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온 도 (LTS)
선재와 달리 고온 도(HTS) 선재의 경우 선재의 특성상 20 T 이상
에서도 비교  높은임계 류 도 Jc 를 유지하기 때문에 극고자장 마
그넷을 구 하는데 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LTS 마
그넷에 HTS 마그넷(BSCCO)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NMR 마그넷의 
심자장의 세기를 23.5 T (1 GHz) 이상의 극고자장을 실 하는 것이 실
험 으로 가능하여졌다 [1]. 
  그러나, HTS 선재의 경우 선재의 본질 인 특성상 n value가 작기 
때문에 구 류모드(Persistent Current Mode) 상태에서는 구 류감
쇄가 LTS 선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크다. 따라서 HTS 선재를 이용한 

도 자석의 경우는 안정된 자속을 유지하기 해 류 보상기가 반드
시 필요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도 원장치를 이용한 류보상기의 
개발은 HTS 선재를 이용한 자석의 개발과 함께 BT, NT, 기 과학연구 
분야에서 요한 기술이다 [2]. 
  그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구 류 원장치
(Linear Type Magnetic Flux Pump; LTMFP)를 제작하 고 실험 인 
동작특성을 조사하 다[3].  LTMFP시스템은 도 Nb 박막에 침투하
는 이동자속의 치와 이동속도에 따라 충 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
이며 Nb 박막은 인가 자속에 해 비선형 인 충 특성을 갖는다 특히, 
Nb 박막에 인가자속에 의한 침투 역의 크기 변화는 충 류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에 제시되었다[4].  
  이번 논문에서는 LTMFP의 충 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해 3D 
FEM을 이용하여 Nb 박막의 비선형 인 자장분포의 특성을 조사하
다. 특히 시뮬 이션 결과를 근거로 도 Nb 박막의 침투 역의 크기
가 비선형 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하 다. 

2. 본    론

  2.1 LTMFP의 동작원리 및 구조 
  도 원장치의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도Nb 박막에 
이동하는 자속(magnetic flux)을 인가하면 인가하는 자속의 방향
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맴돌이 류(eddy current) 가 발생한다
(Lentz의 법칙). 도 박막은 항 값이 거의 (R=0) 이므로 소
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속 으로 이동자속이 인가되면 류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류를 충  류라 한다. 이것이 회 형 

도 원장치의 충  메커니즘이다. 발생된 충 류는 연결
된 도 부하마그넷에 충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근거로 우
리는 리니어형 도 원장치를 제작하 다. 
  <그림 2-(a)>는 개발된 리니어형 도 원장치의 구조이
다. 리니어 잎 도 원장치(LTMFP)의 구성을 보여 다. LTMFP
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다. 
1. 층된 철 코아 
2. 도 직류코일

3. 도 교류코일
4. 도 Nb foil. 
  철 코아의 심 슬롯에 감겨진 3상 교류 도 코일은 교류의 자속 
형을 스롯과 코아 사이의 공극(air gap)에서 발생된다. 발생된 교류 

자속은 교류 도 코일의 류에 의해 자속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되
어져 결국 동극의 이동 교류 자속(homopolar traveling magnetic flux)
이 공극에서 발생된다. 리니어 철심 코어는 리니어 인덕션 모터의 
구조와 흡사하다. 3상 armature 코일을 앙 슬롯에 감아 류를 
흘리면 공극에서 이동자속이 발생한다. 공극에 Nb 박막을 설치
하면 발생된 이동자속이 박막에 침투되어 충 류를 발생시키
며 충 류는 <그림 2-(b)>에서 보이듯이 부하 마그넷에 충

된다.     

<그림 1> 인가자속에 의한 초전도 전원장치의 원리.

               (a) 구조.

(b) 공극에서의 자속 분포.

<그림 2> 리니어형 전원장치(LTMFP)

2.2 3D FEM 해석 방법 
  LTMFP의 자장분포해석을 해 같은 크기로 모델링 했으며 
도 Nb 박막의 자장분포해석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LTMFP구조를 칭 으로 나눠서 반부분만 모델링을 했다 3D 
FEM mesh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도 선재의 경우 ' 류 도(J)- 계(E)'의 계가 일반 으
로 비선형 인 계를 갖게 되는데,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은 일
반식을 사용하여 자장분포를 해석하 다. index value n 값은 
도선재의 비선형 인 특성변수이다. Nb의 n 값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
워 당히 큰 값인 50으로 계산하 다. Jc 는 임계 류값이고, H는 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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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기를 나타낸다. Hc는 임계 자계세기값이다. 일반 으로 Ec 값은 1

이다.

                                                                (1)

E의 방향은 J의 방향과 항상 평행하고 인가되는 자계세기는 항상 수직
이라고 가정하고 해석하 다. Nb 박막의 임계 류 값은 실험 인 측정

을 통해 얻은 ×  (4.2 K에서)값을 사용하 다.
한, 인가자계에 의한 J 값의 계는 실험 으로 측정된 다음의 값을 

사용하 다.
                     
                                                                (2)

Nb 박막의  한 DC bias 류값과 AC 류값은 실험결과와 비교하가
해 실제 인가된 DC 10A와 AC 6Apeak 값을 인가하 다. 결국, 이와 

같은 동작조건과 비선형 인 도 선재의 박막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
(1), (2)를 사용하여 3D FEM의 자장분포 해석을 수행하 다. 
                                                     

(a)  체시스템의 구조. 

(b)  공극에 설치된 도 Nb 박막

  <그림 3> 리니어형 전원장치(LTMFP)의 3D Mesh 구조

2.3 3D FEM 해석 결과
  <그림 4>는 DC 10 A 와 AC 6A값을 인가하여 얻은 LTMFP의 자장
분포해석결과이다. 그와 같은 동작조건에서 철심에서 발생하는 자속 도
는 최  615 mH 값이 조사되었다. DC bias 류와 AC 류에 의해 리
니어 슬롯에서 발생된 이동자속은 공극에 설치된 도 박막에 침투되
어 침투 역을 형성하 다. 이때 Nb 박막이 설치된 치는 공극 77mm
에서 197mm 사이이며 도 Nb 박막의 자장분포도는 <그림 5>와 같
다. 
  <그림 5>는 공극에 설치된 도 Nb 박막의 자장분포도의 결과이
다. 인가된 주 수는 5~60 Hz이며, 자속 도의 최 값은 210 mT이고 
최소값은 -10 mT 이다.  

<그림 4> 3D FEM을 이용한 LTMFP의 자장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 인가 주파수에 따른 초전도 Nb의 자장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특히, 인가자속 20 Hz 미만에서는 침투된 역의 넓이가 거의 변화가 
없으나, 20 Hz 이상에서의 침투 역은 격히 증가하게 됨을 시뮬 이
션 결과를 통해 얻었으며, <그림 5>와 같이 40 Hz이상에서의 침투넓이
는 20Hz 미만의 침투넓이보다 확연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3D FEM을 통해 LTMFP의 자장분포해석을 다양한 주 수에서 수
행하 다. 이동자속의 이동속도(주 수의 크기)에 따라 도 Nb 박막
의 자속의 침투 역이 20Hz 이상에서 격하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침투 역의 크기는 인가주 수에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를 시
뮬 이션을 통해 얻었으며, 결과 으로 도 Nb 박막의 침투자속 역
이 특정 인가 주 수(20 Hz) 이상에서 비선형 인 특성을 갖게 됨을 3D 
FE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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