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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액시온 검출을 위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을 설

계하기 위하여 이중 두께(Dual-Thickness, DT)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DT 기법에 더불어 무절연(No-Insulation, NI) 권선법, 다중 폭

(Multi-Width, MW) 기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설계된 최종 디자인은 다른 설계 기법과 비교하

여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작 및 성능평가를 통해 디자인의 안정

성을 검증하였다.

액시온은 고자기장 아래에서 2개의 편광된 포톤(photon)으로 변환되는

Primakoff 효과를 사용하여 액시온 검출 haloscope 실험을 진행한다. 따라

서 변환된 포톤을 검출하기 위해 자석의 보어(bore) 내부에 검출용 캐비티

(cavity)를 설치하고, 그 캐비티 내부는 고자기장을 균일하게 발생시켜야

한다. 이에, 자석의 중심 자기장 18 T와 직경 70 mm 길이 200 mm의 캐비

티(cavity) 내에 중심자기장의 90%인 16.2 T 이상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

러한 높은 성능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임계전류와 임계자기장이 높은

REBCO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였으며, 최신의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

인 무절연 기법과 다중 폭 기법들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두께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혼합 사용하는 이중 두께 기

법을 적용하여,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을 설계하였다. 이런 이중 두

께 기법을 추가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단일 두께로 구성된 고온초전도 자

석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에서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가 120 μm인 선재와 135 μm인 선재를 혼합 사용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 향상과 자기장 균일도 향상, 그리고 소요되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 지수를 도입하여 단일 두께

의 설계안과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설계안을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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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 자

석 시스템을 제작하였고,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제안된 설계안을 검증하였

으며, 성능평가는 극저온 액체 질소와 액체 헬륨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성

능평가 실험에서는 목표한 중심자기장 18 T보다 높은 18.7 T를 달성하였

고, 자기장 균일도를 직접 측정하여 제안된 설계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

며, 캐비티 내의 공간 자기장은 중심자기장 대비 93% 이상의 균일한 자기

장을 형성하였다.

개발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은 기초과학연구원(IBS, Institute

for Basic Science)의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CAPP, Center for

Axion and Precision Physics Research)에서 액시온 검출 실험을 위해 장

기간 실증 운전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이 검

증되었다.

주요어 : 이중 두께(Dual-thickness), 무절연(No-insulation), 고온초

전도 자석(HTS magnet), 다중 폭(Multi-width), 입자검출(Particle

detection), 액시온 암흑물질(Axion dark matter)

학 번 : 2017-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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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암흑물질 검출 연구 동향과 초전도

자석의 필요성

암흑 물질은 그림 1.1과 같이 우주의 주요 구성성분이나 아직 그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다 [1].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 중력

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만, 전자기력인 빛과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암흑물질의 존재는 물리학의 우주 관측 결과로부터 정설로 받아들

여졌다 [2]-[4]. 그림 1.2는 안드로메다은하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은하

를 구성하는 항성의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회전속도를 나타낸 것이

다 [5]. NE 항성과 SW 항성은 은하 중심에 대한 천구상의 방위에 있는 항

성을 나타낸다.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의 관측으로부터 예측되는 질량을 바

탕으로 항성의 회전속도를 계산하면, 은하에서 멀어질수록 반비례하여 느

려져야 하는데 실제 관측되는 회전속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리

가 멀어짐에도 회전속도를 유지하는 현상은 빛의 관측에 의해 측정한 질

량보다 더 큰 질량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며, 이렇게 관측되지 않는 질

량을 가지는 물질을 암흑물질로 예측하였다. 암흑 물질의 근거는 은하의

회전속도 외에도, 중력렌즈, 우주 거대 구조 형성, 우주 배경 복사, 나선 은

하의 안정성 등을 통해 그 존재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바탕으로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로 나타

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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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우주의 구성 물질 분포 [1]

Fig. 1.1. Content of the Universe

그림 1.2.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거리에 따른 회전속도 [5]. x축은 중

심으로부터의 거리, y축은 속도임. 각 측정값은 오차와 함께 표기.

측정된 질량 분포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속도는 더 빠르

게 떨어져야 하지만,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측정됨.

Fig. 1.2. Rotational velocities according to the distance the center

of Andromeda Galaxy. The x-axis is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and the y-axis is the velocity. Each measurement value

is marked with an error. As the distance from the measured

mass distribution increases, the rotational speed should drop

faster, but it was determined that the speed was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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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물질의 근원에 대하여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보들이 제

시되었으며, 그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2].

이러한 후보들 중 하나로 마초(MAssive Compact Halo Object, MACHO)

가 있다. 천체물리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백색왜성, 갈색왜성, 블랙

홀, 중성자별, 떠돌이 행성과 같이 무게에 비해 약한 빛을 발하거나 빛을

발하지 않는 천체들을 마초라고 칭하여, 이러한 천체들에 의해 은하의 질

량 측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밀한 관측으로부터 구한 마

초의 양은 암흑물질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였고 [6], 최근에는 존

재는 예측되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들이 강력한 암흑물질 후보로 거

론되고 있다.

입자물리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윔프(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WIMP)는 암흑 물질의 후보 중 하나이다 [2]. 윔프는 약하게 상호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입자 물리학의 이론에서부터

그 존재가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 관측되지 않은 가설상의 입자들이다 [7].

윔프는 중력과 약학 핵력으로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에 윔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윔프가 붕괴되어 생성되

는 중성미자를 측정하는 실험이 고안되었다. 은하에 존재하는 많은 윔프들

이 태양을 지나칠 때 태양의 구성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운동 에너지를

잃어 태양에 구속된다 [8]. 태양에 구속된 윔프들은 붕괴되어 고에너지 중

성미자를 생성한다 [9]. 붕괴된 윔프로부터 생성된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나 [10]-[12], 이러한 간접적인 측정에는 이론적인

부정확성 등의 한계가 있어 윔프를 직접 측정하는 실험들로 연구 경향이

변경되고 있다.

윔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DAMA 실험이 있다 [13]. 해당 실험은 암흑물질이 요오드화나

트륨과 충돌하여 나타나는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상대속도 차이와 충돌 에너지 차이를 비교하여 암흑 물질의 존재

를 파악하는 실험이다. 2008년 초기 실험결과에서 유의미한 측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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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암흑 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다른 연구그룹에

서 행해진 유사한 실험에서는 재현되지 않으며 앞서의 결과가 부정되었다

[14].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의 지하실험연구단은 2019년에 지하 1,000 m에

서 진행된 실험으로 DAMA의 실험 결과가 틀렸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5].

또 다른 강력한 암흑물질 후보로 액시온(Axion)이 있다. 액시온은 1977

년 물리학의 양자 색역학의 강한 상호작용 CP 문제(strong-CP problem)

를 해결하기 위한 Peccei-Quinn 이론에서 도출된 입자이다 [2], [16]. 액시

온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은 Primakoff 효과를 이용하여 [17], 액시온이 강

한 자기장 안에서 2개의 편광된 광자(photon)로 변환되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18]. Primakoff 효과를 통해 변환된 광자를 검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태양에 존재하는 액시온이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변환된 광자를 검출하는 helioscope 실험이

고, 다른 하나는 실험실에서 강력한 자기장의 자석을 사용하여 변환된 광

자를 검출하는 Haloscope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그 존재를 찾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액시온

입자의 질량 등 입자의 성질에 대한 단서가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질량 범

위에서 검출을 시도하며,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범위에서 신호를 스캔하

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험의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

다. 대표적인 helioscope 실험은 유럽의 CERN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에서 진행한 CAST (CERN Axion Solar

Telescope) 프로젝트 [19], [20]와 IAXO (International AXion

Observatory) 프로젝트 [21], [22]가 있다.

또 다른 Axion 검출 실험인 haloscope 실험은 그림 1.3과 같이 강한 축

방향 자기장에서 액시온 입자가 라디오 주파수의 광자로 변환할 때 원통

형 캐비티(cavity)의 공명 주파수로 검출하는 방법이다[23]. 이때, 액시온

에서 포톤으로 변환되는 변환율 는 아래 식 1.1과 같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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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1.1)

여기서  액시온-광자의 커플링(coupling) 계수, 는 액시온의 밀도,

는 액시온의 질량, 는 캐비티의 부피, 는 캐비티 내의 자기장으로

솔레노이드 자석의 축(axial) 방향 자기장, 는 캐비티의 TM(Transver

Magnetic) 모드와 관련된 폼 팩터(form factor), 은 캐비티의 퀄리티 팩

터(quality factor), 는 액시온의 신호 품질 팩터(signal quality factor)로

∼106의 값을 가진다. 여기에서, 솔레노이드 자석과 관련된 변수는 
이

고, 캐비티 부피 는 솔레노이드 자석의 보어(bore)의 직경과 중심자기장

가 발생하는 높이의 곱이다. 즉, 중심자기장 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석의 보어 크기와 높이에 비례하게 된다.

그림 1.3. Haloscope 실험 개략도. 높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석과

그 안에 변환된 포톤을 탐지하는 캐비티가 설치됨.

Fig. 1.3. Concept design of the haloscope experiment. A magnet

generating high magnetic field and a cavity installed inside of

the magnet to capture the photons converted from Ax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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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 측정에서 주변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 1.

2는 변환된 포톤 검출 신호와 노이즈의 비(Signal-to-Noise Ratio, SNR)

를 나타내었다 [24].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액시온 haloscope 실

험은 낮은 온도에서 실험하는 것이 유리하다.

.
 

 





(1.2)

그림 1.4는 대표적인 액시온 haloscope 실험을 나타내었다. x축은 실험

이 시작된 년도, y축은 자기장의 세기이다. 각각의 원은 액시온 검출 실험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원의 크기는 캐비티 볼륨의 로그 스케일이고, 프로젝

트 명(혹은 연구기관명), 중심자기장, 캐비티 볼륨을 표기하였다. 1990년대

후반 최초의 액시온 haloscope 실험인 ADMX(Axion Dark Matter

eXperiment)가 진행되었다. ADMX 실험은 1996년부터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림 1.5 (a)와 같

이 0.5 m 보어 직경을 가지는 7.6 T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고 있다 [25],

[26]. 매우 큰 보어를 가지는 자석을 사용한 실험이었으나, 2015년 이후 본

격 추진되기 시작한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인

4 K 부근에서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의 Yale Wright

Laboratory에서 그림 1.5 (b)와 같이 14 cm 보어 직경을 가지는 9 T 초전

도 자석으로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27], 2017년에 첫 실험 결과를 발표하

였다 [28]. 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에서도 ORGAN(Oscillating Resonant Group AxioN)

으로 명명된 14 T 자석을 사용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29]. 이 외에도

KLASH [30], MADMAX [31], IAXO-DM [32]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작하며, 액시온 검출에 본격적인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기초과

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의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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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Center for Axion and Precision Physics Research, CAPP)에서도 관

련 장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33], [34].

그림 1.4. 타 연구기관들의 액시온 검출용 초전도 자석.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x축은 실험의 시작년도, y축은 중심자기장의 세기. 원의

크기는 캐비티의 볼륨의 로그스케일이며, 프로젝트명, 중심자기장,

캐비티 볼륨을 원 옆에 표기.

Fig. 1.4. Haloscope superconducting magnet for other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 center of the circle, the x-axis is the

start year of the experiment, and the y-axis is the strength of

the central magnetic field. The size of the circle is the log

scale of the volume of the cavity, and the project name,

central magnetic field, and cavity volume are indicated next to

th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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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DMX와 예일대학교 haloscope 실험 장비 개략도. (a)

ADMX 장비와 [25] (b) 예일대학교 장비를 나타냄 [27].

Fig. 1.5. Haloscope equipments for other research institutes. (a)

ADMX and (b) Yale university's equipment.

2016년 이후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모두 저온초전도 자석으로 실험 설비

가 구축되었다. 저온초전도 자석은 자기장의 세기와 보어 크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CAPP 연구단은 기존의 다른 연구단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18 T의 중심자기장과 70 mm의 보어 직경을 가지는 고온초전도 자석

으로 그림 1.6에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성능의 초전도

자석을 설계하기 위하여 최신 고온초전도 자석의 요소기술인 무절연

(No-Insulation, NI) 권선법 [35]과 다중 폭(Multi-Width, MW) 기법 [36]

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Dual-Thickness, DT)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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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본 논문의 목표인 고온초전도 자석의 개요도. 중심자기장은

18 T이고, 직경 70 mm 높이 200 mm의 캐비티 내에 최소 16.2

T 이상의 균일한 자기장을 형성하여야 함.

Fig. 1.6. Concept design of the superconducting magnet for

haloscope experiment. The magnetic field at center is 18 T,

and a uniform magnetic field of at least 16.2 T must be

generated in a cavity with a diameter of 70 mm and a height

of 200 mm.

무절연 권선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의 취약점인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향

상시키고, 다중 폭 기법과 이중 두께 기법을 함께 적용함으로서 비용 대비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을 높였다. 다중 폭 기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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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류를 상승시켜 더 높은 중심자기장을 달성할 수 있고, 본 논문의 핵심

이 되는 이중 두께 기법은 임계전류 상승뿐만 아니라 자기장 균일도도 향

상시킨다. 특히, 개발하고자하는 액시온 검출용 고온초전도 자석은 높은

자기장과 높은 자기장 균일도가 필요한 자석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중 두께 기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제안된 이중 두께 기법은 개발 비

용, 중심자기장, 자기장 균일도를 바탕으로 성능 지수를 도입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후, 제안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과 성능 시험을 통해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이중 두께 기

법을 검증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7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개발의 배경과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 액시온 검출용 초전도 자석의 사양을 확인하고 개발 방

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제시된 초전도 자석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

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해당 사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온초전도 자석

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제 3 장에서는 고온초전도 자석에 적용되는 최신 요소기술들과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이중 두께 기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무절

연 권선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지만, 충전 속도가 느려

지고 추가 발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다중 폭 기법은 선재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상승시킴으로서 성

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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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실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

계에 적용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

계에 앞서 설계 변수, 구속조건, 그리고 설계의 목표에 대하여 서술하였으

며, 개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개발 비용 변수와 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한

성능 지수를 도입하였다. 설계는 2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단계에서

는 다중 폭 기법을 적용하는 설계안을 구하였다. 1단계 설계안은 목표를

달성하는 형상 중 개발 비용을 최소화 하는 형상을 선택하였다. 이후 2단

계에서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 지수를 바탕으로 최종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계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두께 기법과 이중 두

께 기법의 성능 지수를 비교하여 이중 두께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설계안을 바탕으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작과정의 오차를 반영한 최종 설계안을 작성하

였다.

제 6 장에서는 제작된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평가 결과와 그 분석을 기

술하였다. 이를 통해,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요구되는 성능조건을 만족하였

음을 확인함으로서, 선정된 설계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장기 운전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한 유지 보수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며, 문제의 원인과 분석

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7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계획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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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자기장 고온초전도 자석

본 장은 액시온 검출을 위한 haloscope 실험에 적용할 초전도 자석의 설

계에 앞서, 개발에 필요한 소재와 최신 초전도 자석 기술에 대하여 기술한

다. 초전도 소재는 저온초전도 선재와 고온초전도 선재로 나누어지며 각각

의 장단점을 논하고, 본 연구개발에 최적인 고온초전도 선재를 선택한 근

거를 논증한다.

2.1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의 소재: REBCO 고온초전

도 선재

2.1.1 제1종 초전도체와 제2종 초전도체

1911년 네델란드의 라이덴 대학 소속 온네스(Heike Kamerlingh Onnes)

박사는 극저온 환경에서 다양한 순수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

을 진행하였다 [37], [38]. 이 때까지 순수 금속의 전기 저항은 온도가 낮아

짐에 따라 감소하여 절대 온도 0 K(Kelvin)에서 저항성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온네스 박사는 헬륨을 4.2 K로 냉각하여 최초로 액화에 성공

하였고, 이를 활용한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 저항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

림 2.1은 수은을 4.2 K로 냉각할 때, 온도에 따른 수은의 전기 저항을 나타

내었다. 4.2 K 부근에서 전기 저항은 급격히 0에 수렴하였는데,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Superconductivity)”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초전도 현상은 다른 물질들에서 발견되었으나, 전기 저

항이 사라지는 온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전기 저항이 사



- 13 -

라지는 온도를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Critical Temperature, )로 정하였

다.

그림 2.1. 온네스 박사의 초전도 현상의 발견 [37]. 극저온 환경에서

수은의 특성 실험을 진행 중에 4.2 K 부근에서 급격히 전기저항

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고 초전도라 명명됨.

Fig. 2.1. The discovery of superconductivity by Dr. Onnes. During

the characteristic experiment of mercury in a cryogenic

environment, a superconducting phenomenon was discovered, in

which the electrical resistance rapidly decreased near 4.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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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일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을 외부로 밀어내는 완전 반자성의

특징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림 2.2). 이러한 특성은 1933년

발터 마이스너 (Walther Meissner)와 로베어트 오흐젠펠트 (Robert

Ochsenfeld) 에 의해 발견되었고 [39],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로

부르게 되었다.

그림 2.2. 마이스너 효과. 온도가 임계온도 보다 낮으면 초전도 상

으로 변환되며 물질 내부의 자기장을 외부로 밀어냄.

Fig. 2.2. Meissner effect. When   , the magnetic field is

pushed out of the material.

초전도체는 임계온도()외에도, 물질별 임계자기장( or )과 임계전

류밀도()를 가진다. 초전도 현상은 그림 2.3과 같이 초전도체의 온도(),

초전도체에 인가되는 외부자기장( or ), 그리고 초전도체를 흐르는 전

류()에 대하여, 모두 그 임계 값보다 낮은 경우 초전도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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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 Tc

   ⇒ Superconductivity

  

(2.1)

그림 2.3. 초전도체의 임계값. 임계값은 초전도물질 별로 다른 값을

가지며, 임계온도 , 임계자기장  or  , 임계전류밀도 로 구

성되되고, 임계 표면 아래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함.

Fig. 2.3. The critical values of superconductivity. The critical

values have different values for each superconducting material,

and is composed of a critical temperature , a critical

magnetic field  or  , and a critical current density , and

superconductivity occurs below the critical surface.

초전도 현상은 고전 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전기적 저항성

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발견 이후 많은 과학자들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이론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40]-[42]. 1957년 미국의

과학자인 바딘(John Bardeen), 쿠퍼(Leon Cooper) 그리고 슈리퍼(John

Robert Schrieffer)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반대의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보

존(Boson)인 쿠퍼쌍(Cooper Pair)을 이루어 초전도체 내부에서 전기적 저

항성 없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BCS(Bardeen-Cooper-Schrieffer)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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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였고 [43], 소련의 과학자인 긴지버그(Vitaly Lazarevich

Ginzburg)와 란다우(Lev Davidovich Landau)는 GL(Ginzburg-Landau)

이론을 통해 초전도체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44], [45]. 특히, 자기장의 초

전도체 침투와 관련된 결맞음길이(Coherence Length, )와 런던침투길이

(London Penetration Depth, )의 비율에 따라 제1종(Type I) 초전도체와

제2종(Type II) 초전도체로 나뉜다 [46]. 식 2.2와 같이    인 경

우 제1종 초전도체이며, 식 2.3은 그 반대의 경우로 제2종 초전도체로 분류

된다 [47].

 


 ⇒ Type I Superconductor (2.2)

 


 ⇒ Type II Superconductor (2.3)

제2종 초전도체는 임계자기장이 하부임계자기장()과 상부임계자기장

()으로 구분되는데, 하부임계자기장 아래에서는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로 자기장이 침투하지 않지만, 하부임계자기장과 상부임계

자기장 사이의 자기장이 초전도체에 인가되면 초전도체 내부로 양자화된

자속이 침투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혼합 상태’라 한다. 그림 2.4는 제1

종 초전도체와 제2종 초전도체의 상평형도이다 [40], [47].

혼합 상태의 제2종 초전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표면의 자속 다발은 로렌

츠 힘(Lorentz force)의 방향으로 가속되는데, 이는 물질 내부에 전압 및

저항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제2종 초전도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

인하는 불순물이나 내부 결함에 의한 고정력(pinning force)을 로렌츠 힘

이 초과하는 순간까지 억제되며, 이는 초전도체의 전류밀도가 임계 전류밀

도에 도달하는 순간과 동일하다. 즉 초전도체의 전류밀도가 임계 전류밀도

를 초과하면 자속 다발이 이동하며 전압이 유기되고 물질은 초전도 상태

에서 정상 상태로 변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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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1종 및 제2종 초전도체의 상평형도 [48]. (a) 제1종 초전

도체는 초전도상(Superconducting phase)과 상전도상(normal

phase)로 구분되나, (b) 제2종 초전도체는 3 가지의 상으로 구분

되며, 초전도상이 마이스너가 발현되는 하부임계자기장() 이하

의 상과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통과하지만 저항은 0으로 유지되는

볼텍스(vortex)상 상전도 상으로 구분됨.

Fig. 2.4. Phase diagram of type 1 and type 2 superconductors.

Type 1 superconductor is divided into a superconducting phase

and a normal phase.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ype

superconductor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superconducting phase is further divided into a phase below

the lower critical magnetic field () in which Meissner is

expressed, and a vortex phase in which the magnetic field

passes through the superconductor but the resistance is

maintained at 0.

제1종 초전도체는 낮은 임계자기장과 임계전류로 전기기기의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기 응용기기에는 제2종 초전도체가 사용된다. 그림 2.

1는 1911년 수은부터 최근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를 나타내었다 [49]. 임계

온도에 따라 저온초전도체(Low Temperature Superconductor, LTS)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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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초전도체(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HTS)로 구분한다. 그 기

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보통 25 K 이하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경우 저온초

전도체로 간주한다.

그림 2.5. 초전도체 발견 과정 [49]. 1911년 온네스 박사에 의해 최초

의 초전도체가 발견된 이후, Nb 계열의 초전도체가 주로 발견됨.

이후 1980년대 구리계열의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되고, 2000년대

MgB2와 철계초전도체가 발견됨.

Fig. 2.5. Superconductor discovery process. After the discovery of

the first superconductor by Dr. Onnes in 1911, Nb-based

superconductors were discovered. Then, in the 1980s, cuprat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were discovered. And, in the

2000s, MgB2 and iron-based superconductors wer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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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까지 나이오븀(Niobium, Nb)를 포함하는 초전도체의 발견이 주를

이루었다. Nb기반의 초전도체는 모두 저온초전도체로 분류되며, 선재로

개발되어 MRI나 NMR의 발전을 이끌었다. 1987년 Bednorz와 Muller에

의해 최초의 고온초전도체인 La2-xBaxCuO4가 발견되며, 이후 다양한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초전도체들(그림에서 파란색)은 구

리(Copper, Cu)계열의 초전도체(cuprate superconductor)로, 2000년 이후

선재로 개발되어 응용기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2.1.2 저온초전도 선재: NbTi와 Nb3Sn

저온 초전도의 종류로는 물질의 혼합 상태에 따라 순수 금속, 합금, 금속

간화합물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석 응용에 사용되는 저

온 초전도는 NbTi 합금과 Nb3Sn 금속간화합물로 주로 wire 형태로 제작

되어 사용되고 있다 [50], [51]. NbTi는 1962년 T. G. Berlincourt와 R. R.

Hake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52], 1954년에 발견된 Nb3Sn보다 늦게 발견되

었다 [53]. 그러나 NbTi 금속 합금으로 물질을 형성하여, 금속의 이점인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Nb3Sn은 NbTi보다 더 높은 임계전류와

임계자기장, 임계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금속 화합물로서 세라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용성이 낮은 편이었다 [54], [55].

NbTi의 일반적인 임계온도는 약 9.2 K 이며 Bc2는 약 14.2 T 로 다른 상

용 초전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 및 자기장 특성을 갖지만, 1962년

Westinghouse에서 최초로 wire 형태로 제작되고 일찍이 상용화에 성공함

으로써 대표적인 저온 초전도로 자리매김 하였다 [40]. 또한, NbTi는 상용

화된 초전도 선재 중 유일한 금속으로 연성이 있어 수 km 길이로 장선화

가 가능하고, 초전도 선재 간의 무저항 접합이 어렵지 않아 자기공명영상



- 20 -

장치(MRI), 핵자기공명장치(NMR), 가속기 등 대부분의 초전도 자석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Nb3Sn의 일반적인 임계온도와 Bc2는 각 약 18

K와 23 T로 NbTi 보다 온도 및 자기장 특성이 높아 고에너지 물리 가속

기 자석, 핵융합 자석, 고자기장 실험실 자석과 같은 보다 높은 자기장을

요구하는 자석에 사용된다.

저온 초전도의 발견 이후 실질적인 자석 응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외

란 혹은 손실 등에 의해 쉽게 퀜치(quench)가 발생하는 안정성(stability)

이었다. 저온 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초전도 내부에

침투한 자속의 분포가 변하는 현상인 flux jump, 자석 내에서 초전도 선재

의 움직임, 교류 자석의 경우 교류 손실 등이 있다. Flux jump와 교류 손

실 중 자기이력손실(hysteresis loss)은 초전도영역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초전도를 가느다란 소선(filament)의 형태로 만들어 여러 가닥을 하나의

선재에 집약시켜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전류 통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상용 저온 초전도 선재는 그 응용

에 따라 20 ∼ 100,000 개의 소선이 있고 이를 금속 매트릭스가 둘러싸고

있는 다심 복합 선재(multi-filamentary composite wire)이다 [50], [51]. 그

림 2.5은 다심으로 구성된 NbTi 선재의 단면이다 [56]. 금속 매트릭스는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이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높은 금속을 사용

하는데, 이는 저온 초전도의 동적 안정성을 위함과 동시에 퀜치 발생 시

초전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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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다심 구조의 NbTi 선재 [56]. 직경 0.8 mm의 선재 내에 54

가닥의 NbTi 필라멘트와 구리 매트릭스로 구성됨.

Fig. 2.6. NbTi multi-filamentary composite wire. It consists of 54

NbTi filaments and a copper matrix in a 0.8 mm diameter

wire rod.

저온 초전도 선재는 위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개발과 최적화를 거

듭하여 제작 기술이 잘 정립되어 기술 성숙도가 높다. NbTi 선재 제조방

법은 구리 튜브에 NbTi와 Nb를 넣은 후 압출/인발/열처리를 통해 단일소

선을 만들고, 여러 단일소선들을 하나의 billet으로 만들어 인발가공 및 열

처리를 통해 다심선재를 만드는 Rod-in-Tube (RIT) 방법이 대표적이다

[57]. NbTi 선재는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제조 수율이 높다. NbTi 특성상

초전도 접합 또한 용이하여 장시간의 운전을 요하는 응용에서 영구전류모

드 운전이 가능하다 [56]. Nb3Sn의 경우에는 Bronze Process, Internal-tin

Process, Power-in-Tube (PIT) [58] 등 다양한 제조방법이 존재한다.

Nb3Sn의 특성상 취성이 높아 열처리를 마친 선재로 자석을 제작할 경우,

권선 과정에서 변형에 의해 Nb3Sn 초전도체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앞

서 언급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선재로 먼저 자석을 제작한 후에 권선된 자

석을 열처리하는 wind-and-react 방법을 사용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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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고온초전도 선재: BSCCO와 REBCO

고온초전도체는 25 K 이상의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하는 물질들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구리계열과 철계열의 고온초전도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일부 초고압에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도 초전도상을 형성한다.

특히, 2015년 이후 실험실 온도(room temperature, RT)인 300 K 근방에서

초전도상을 형성하는 물질들이 발견되었다 [60]. 그러나 해당 물질들은

100 GPa 이상의 초고압의 환경에서만 초전도성이 유지되어, 일반적인 전

기 응용기기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1987년에 최초로 Bednorz와 Muller에 의해 발견된 고온초전도는

cuprate 계열의 La2-xBaxCuO4으로, 30 K의 임계온도를 가진다 [61]. 이

듬해, 현재 공학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온초전도인 YBCO [62]

와 BSCCO [63]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각각 ∼93 K, ∼104 K의 임계온도를

가져 질소의 끓는점인 77 K에서도 초전도성을 가져 응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고온초전도체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결정 구조로

서, 세라믹 특성을 가진다. 반면, 2001년 발견된 MgB2 물질은 간단한 구조

에서 발견된 초전도체이나 임계온도가 39 K로 REBCO(Rare Earth

Barium Copper Oxide)나 BSCCO(Bismuth Strontuium Calcium Copper

Oxide)보다 낮은 임계온도를 가지나[64], 선재로의 제작이 용이하여 활발

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5], [66]. 2006년 LaOFeP물질이 층상구조를 가

진 새로운 철계 초전도체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67], [68].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초전도체가 발견되었으나, 상업적 개발에 성공

한 고온초전도 선재는 한정적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온초

전도 선재는 REBCO와 BSCCO가 있다. BSCCO 선재의 경우 REBCO선재

에 비해 늦게 발견되었으나 먼저 상용화되었고, 이에 1세대 고온초전도 선

재로 일컬어진다. PIT(Powder-in-Tube)방식을 이용하여 은 튜브 내에 초

전도 분말을 주입하여 열처리 후 선재의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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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9]. 한편, REBCO 선재는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로 일컬어지며, 다양

한 방법으로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하게 진

공증착으로 선재를 제작한다. 금속기판(substrate) 위에 버퍼 층과 초전도

층을 진공 증착시켜 선재를 제작한다.

그림 2.6은 상용화된 선재의 자기장별 임계전류밀도를 도식한 그래프이

다 [70]. 저온초전도체 물질인 NbTi의 경우에는 10 T, Nb3Sn의 경우 22 T

의 자기장에서 임계전류가 100 A/mm2로 낮아져 고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불가능한 반면, REBCO와 BSCCO물질은 초고자기장 환경 내에서도 우수

한 전류통전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장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개발은 고온초전도 선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BSCCO 고온초전도 선재는 저온초전도 선재와 같이 PIT 기법등을 활용

하여 제작한다. 다만, 금속 매트릭스로 은(Silver, Ag)를 사용함에 따라 선

재의 단가가 매우 높고, 낮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다 [71]. 이에 강도가 높

은 금속을 접합하여 기계적 강도를 키우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72],

[73], 여전히 높지 않은 강도로 초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에는 적합하지 못

하다.

REBCO 고온초전도 선재는 금속기판(substrate), 버퍼 층, 고온초전도

층, 안정화(stabilizer) 층으로 구성된다. REBCO 고온초전도체를 제작하는

제작사마다 사용하는 기판의 두께 및 재질, 버퍼 층의 종류 및 증착방법,

초전도 층 내의 희토류 금속의 종류(rare earth material 중 Y, Gd, Sm 등

이 사용), 안정화층의 증착 방법 등이 구분된다 [74]. REBCO 고온초전도

선재는 전체 부피 중 초전도 층의 비율이 1∼2% 내외로 매우 비중이 작

다. 반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금속기판은 전체 부피의 80∼90%를 차지

하여,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기계적 강도를 상당히 높여준다 [75],

[76]. 일반적으로 500 MPa 이상에서도 임계전류의 감소가 낮아 초고자기

장 초전도자석의 소재로 적합하다 [77].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초전도 자석은 REBCO 선재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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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상용화된 초전도 선재의 자기장하 임계전류 특성. NbTi는

10 T, Nb3Sn은 22 T, MgB2는 10 T가 넘어가면 임계 전류가 100

A/mm
2
로 줄어듦. 반면 BSCCO와 REBCO는 높은 자기장에서도

높은 임계전류 밀도를 유지하여 고자기장 자석에 적합함.

Fig. 2.7. Critical current characteristics under magnetic field of

commercialized superconducting wires. The critical current is

reduced to 100 A/mm2 over 10 T for NbTi, 22 T for Nb3Sn,

and 10 T for MgB2. On the other hand, BSCCO and REBCO

maintain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even in high magnetic

field, making them suitable for high magnetic field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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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조적, 전자기적, 기

계적, 열적 특성

상기한 바와 같이, 18 T 70 mm 자석은 REBCO 선재를 사용한 고온초

전도 자석으로 개발하였다.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제작, 판매하는 메

이커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개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에 성공한 (주)서남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REBCO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

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특성을 기술

하며, 일부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사양은 해당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사양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2.2.1 구조적 특성: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조를 그림 2.7에 나타

내었고, 세부적인 사양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78]. 후술할 고온초전도 자

석의 요소 기술인 다중 폭 기법과 이중 두께 기법을 본 연구개발에 적용하

였으며, 선재의 폭은 4, 5, 6, 7, 8 mm의 다중 폭을 사용하고 선재의 두께

는 120, 135 μm의 이중 두께를 사용하였다.

고온초전도 선재는 금속기판과 버퍼 층, REBCO 초전도 층, 안정화 층으

로 구성된다. 금속기판은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STS)의 한 종

류인 STS316L이 사용되었고, 그 두께는 105 μm이다. 버퍼 층은

IBAD(Ion Beam Assisted Deposition) 방법을 통해 다양한 물질들이 증착

되며, 그 두께는 0.2 μm 이하이다. 고온초전도 물질은 희토류 금속으로 가

돌리늄(Gadolinium, Gd)을 사용하는 GdB2C3O7-x이고, RCE-DR(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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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vaporation Deposition and Reaction) 공정을 통해 1 μm 증착된다.

이후 안정화 층으로 은(Silver, Ag)과 구리(Copper, Cu)를 사용하여 고온

초전도 선재를 보호한다. Ag는 스퍼터(sputter) 공법으로 초전도 층(앞면)

에 0.5 μm 이하로 증착되고, 구리는 전기도금(electro-plating) 공법을 통

해 고온초전도 선재를 감싸는 형태로 증착된다. 구리 안정화 층의 두께는

제작하고자 하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에 맞춰진다. 이러한 각 층의 두

께는 선재 생산 배치(batch)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의 금속 기판과 구리 안정화 층의 두께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는 고자기장 자석에서 중요한 파라미터

(parameter)이다. 일반적으로 고자기장 자석에서는 얇은 두께의 고온초전

도 선재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얇은 두께로 전류밀도를 향상시키기 때

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중 두께 기법에서는 120 μm와 135 μm의 두

께를 가지는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였다. 120 μm의 두께를 가지는 고

온초전도 선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온초전도 선재 중 가장 얇은 두께

이다. 또한,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135 μm 두께의 고온초전도 선

재를 채용하였다. 이 두께의 선재는 초전도 전력 케이블과 같은 전력기기

응용에서 주로 사용하여, 전류밀도 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고온초전도

선재이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최외각 층은 구리로서, 후술할 무절연 권선

법이 본 논문의 고온초전도 자석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연물질이

없는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였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또 다른 주요 사양은 77 K 액체질소에서 외부 자기

장 없이 (0 T) 측정하는 임계전류  이다. 임계전류는 REBCO 선재

의 폭과 정비례하고, 4 mm 폭 기준 200 A (50 A/mm) 이상이다. 따라서

4, 5, 6, 7, 8 mm 폭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77 K 임계전류는 각각 200 A,

250 A, 300 A, 350 A, 400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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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조 [78]. 금속 기판(substrate)

위에 버퍼층(Y2O3, MgO, LMO)을 올리고, REBCO 층과 은의 안

정화층을 증착함. 이후 구리로 선재의 양면을 감싸 안정성을 높

임.

Fig. 2.8. Schematic drawing of REBCO tape. Buffer layers (Y2O3,

MgO, LMO) are placed on a metal substrate, and a REBCO

layer is placed thereon. Silver and copper are then deposited as

stabilization layers.

표 2.1.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사양

Table 2.1. Specification of REBCO superconducting tape

사양 파라미터 Values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 ) [A/mm] > 200/4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 [mm] 4; 5; 6; 7; 8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μm] 120; 135

- 금속 기판 (STS316L) [μm] 105

- 버퍼 층 [μm] 0.2 이하

- 초전도 층 (GdBCO) [μm] 1 ∼ 1.5

- Ag 안정화 층 [μm] 0.5 이하

- 구리 안정화 층 [μm] 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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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자기적 특성

(1) REBCO 선재의 I-V 특성 곡선과 임계전류

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는 온도, 입사 자기장, 전류밀도의 영향을 받는

다 [79], [80]. 이 중 온도는 초전도 자석의 운전 온도로 결정된다. 초전도

자석의 경우, 초전도 자석의 잔류 저항 성분이 충분히 작고 임계전류보다

충분히 낮은 운전 전류에서 운전할 시, 초전도 자석의 운전 온도는 운전

전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초전도 자석의 운전 온도는 냉각

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주어진 온도와 자기장 하에서 초전도 선재는 비선형의 전류-전압 특성

을 가진다. 초전도 선재에 임계 전류 이하의 정상 상태 전류를 통전시킬

때 초전도 선재는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여 0 또는 매우 작은 에너지 소모

를 일으키며 따라서 0 또는 매우 작은 값의 전압을 나타낸다. 초전도 선재

에 임계 전류에 가까운 정상 상태 전류를 통전시킬 때 초전도 선재에 유기

되는 전압은 전류의 크기에 대해 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임계 전류의 크기

를 Ic, 통전 전류의 크기를 I, 선재의 양단에 유기된 전압을 V 라 할 때, 전

류-전압 특성은 식 2.5로 나타낼 수 있다 [79], [85]. 따라서 초전도 선재의

저항은 식 2.6과 같다.

   

 


(2.4)

  


 

 

 
  

(2.5)

여기서 VC는 초전도 선재의 임계 전류를 공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변

수로 임계 전압이라 부르고, 1 cm 당 1 μV, 또는 1 cm 당 0.1 μV의 기준

을 사용하며 이 전압을 유발하는 통전 전류의 값을 선재의 임계 전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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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이때 n으로 표기되는 인덱스 값(index value)은 초전도 선재의 통

전 전류에 따른 초전도 상태와 상전도 상태의 전이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

타낸다. 그림 2.9는 길이 1 cm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IC가 200 A,

임계전압 VC가 1 μV인 경우, 인덱스 n에 따른 I-V 특성곡선의 계산값을

나타내었다. 인덱스 n이 클수록 임계 전류 이후 더 급격한 전압 상승이 나

타난다. 일반적인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인덱스는 온도와 자기장에

따라 20∼50으로 변화한다 [81]-[83]. 일반적으로 약한 자기장과 낮은 온도

에서 더 높은 인덱스 값을 가진다.

그림 2.9. 인덱스 n에 따른 I-V 특성곡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녹

색은 각각 n이 20, 30, 40, 50일 때의 I-V 특성곡선임. n이 커질수

록 임계전류(200 A) 이상에서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임계전

류보다 낮은 전류에서는 더 낮은 전압특성을 보임.

Fig. 2.9. I-V characteristic curve dependent on index n. Black, red,

blue, and green are I-V characteristic curves when n is 20, 30,

40, and 50, respectively. As n increases, the voltage rises

sharply above the critical current (200 A), but shows a lower

voltage characteristic at a current lower than the critical

current.

(2) 임계전류의 자기장 각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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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는 입사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BCO 선재의 경우, 분자 구조의 이방성 특징에 의

하여 입사 자기장의 각도에 영향을 받는 추가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림 2.

10는 GdBa2Cu3O7-x의 분자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REBCO 분자 구조는 페

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로, a축과 b축은 동일하며, 그와 달리 c축

은 layer 구조를 가지고 있다 [85]. 이러한 REBCO 결정 구조의 비등방성

으로 인해 REBCO 고온초전도체는 입사 자기장의 세기 뿐 아니라 입사

자기장의 각도에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 REBCO의 임계 전류 감소는 입사

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때 결정의 c축 방향의 자기장이 a/b축 방향의 자

기장보다 더 큰 임계 전류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BCS 이론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흐르는 쿠퍼쌍전자(copper pair electrons)는 copper plane에 존

재한다. 따라서 고온초전도 선재 제작 시 REBCO층을 증착할 때, a/b축은

선재의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c축은 선재의 두께방향으로 에피택

셜 성장(epitaxial growth)하여야 한다 [84]. 따라서 REBCO 선재의 두께

방향으로 입사하는 수직자기장(B//c)은 선재의 폭 방향으로 입사하는 수

평자기장(B//ab)에 비해 REBCO 선재에 더 큰 임계 전류 감소를 유발한다

[82].

그림 2.11은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한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자기장

에 따른 임계전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고온초전도 자석은 액

체헬륨 4.2 K에서 운전되므로, 4.2 K에서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86]. 해당

임계전류의 측정은 미국의 고자기장연구소(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 NHMFL, USA)에서 수행되었으며, 0°는 선재의 폭 방향이고

90°는 선재의 두께 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에 근접할수록

REBCO 분자 구조의 c축의 자기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같은 세기의 자

기장에 대하여도 임계전류가 더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이용하여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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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REBCO 고온초전도체의 분자 구조 [85]. REBCO는 페로브

스카이트 (Perovskite)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초전도 전류

인 쿠퍼쌍 전자는 구리-산소면(copper planes)에서 흐름. 이에

고온초전도 선재의 REBCO 층은 에피택셜(expitaxial) 성장시켜

야 하며, 선재의 폭에 대해 수직한 자기장은 수평한 자기장이 비

해 더 큰 임계전류를 감소시킴.

Fig. 2.10. Molecule structure of REBCO superconducting tape.

REBCO has a perovskite molecular structure, and Cooper pair

electrons, which are superconducting currents, flow in

copper-oxygen planes. Accordingly, the REBCO layer of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must be grown

epitaxially, and a magnetic field perpendicular to the width of

the wire reduces a larger critical current than a horizontal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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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REBCO 선재의 자기장의 세기와 각도에 따른 임계전류. x

축은 자기장의 세기, y축은 임계전류이며, 각 점(symbol)은 측정

값임. 검은색 사각형은 선재와 자기장의 각도가 5.9°로 수평자기

장(B//ab)으로, 보라색 왼쪽 삼각형은 90.8°로 수직자기장(B//c)

으로 근사됨.

Fig. 2.11. Critical current according to the strength and angle of

the magnetic field of REBCO HTS tape. The x-axis is the

magnetic field strength, the y-axis is the critical current, and

each symbol is a measured value. The black square has an

angle of 5.9° between the wire rod and the magnetic field,

which is approximated by a horizontal magnetic field (B//ab),

and the purple left triangle is 90.8°, which is approximated by

a vertical magnetic field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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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계적 특성: 복합 구조 선재의 유효 영률

고자기장 자석은 로렌츠 힘에 의해 내부에 큰 응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응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다 [87]. 이러한 초전도 자석에서 발생

하는 응력을 해석하기 위해 초전도 자석을 구성하는 소재의 영률(Young's

modulus)을 알아야 한다. 초전도 선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복합 재료로서, 단일 물질의 영률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복

합 선재의 유효 영률(effective Young's modulus)을 훅의 법칙(Hook's

Law)로부터 구할 수 있다 [80]. 복합 선재의 각 축 방향의 유효영률을

REBCO 분자 축을 기준으로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a축과 b축은 동일한

구조와 단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효영률을 가진다.

그림 2.12. REBCO 선재의 유효 영률의 계산. REBCO의 분자 구조에

따른 축 방향을 표기함. 선재의 (a) 길이 방향 (a축)과 (b) 폭 방

향 (b축)의 유효 영률은 훅의 법칙의 병렬연결로 동일하고, 두께

방향 (c축)은 훅의 법칙의 직렬연결로 표현됨.

Fig. 2.12. Effective Young’s modulus calculation of REBCO HTS

conductor. The axial direction according to the molecular

structure of REBCO is indicated. The effective Young's

modulus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axis) and the width

direction (b-axis) of the wire rod is the same as the parallel

connection of Hooke's law, and the thickness direction (c-axis)

is expressed by the serial connection of Hook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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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와 같이 m개의 각각 다른 영률(E1, E2, …, Em)을 갖는 소재가

각각 l1, l2, …, lm의 두께를 가지며 적층된 구조로 복합 선재의 구조를 가

정한다면, 그림 2.12 (a)에서 가해지는 a축 방향의 유효 응력(σa,e)과 유효

변형률(ϵa,e)은 a축 방향의 유효 영률이 Ea,e일 때, 훅의 법칙에 의하여

  을 만족한다. 이때 각 소재에 가해지는 각각의 응력을 σ1, σ2,

…, σm, 각 소재의 단면적을 A1, A2, …, Am라고 하면, 각각의 소재 단면적

에 가해지는 힘의 합은 선재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과 같아야 하므로, 식 2.

6와 같이 주어진다. 또한, a축 방향에서 각 소재의 변형률은 유효 변형율과

동일하므로   이다. 따라서 식 2.6과 식 2.8을 유효 영률 에 대하

여 정리하면 식 2.8과 같이 도출된다.






 




 (2.6)






 




 (2.7)

 















(2.8)

b축 방향의 유효 응력도 단면적이 주어지면 같은 원리로 도출이 가능하

다. 한편, 그림 2.12 (b)와 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훅의 법칙에 의하여

  가 만족한다. c축 방향의 유효 응력의 경우, 유효 변형율과 각

소재의 변형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변형된 길이는 변형 전

의 길이에 변형율의 곱하여 구할 수 있고, c축의 전체 변형된 길이는 각

소재가 변형된 길이의 합과 같아야 하므로, 식 2.9과 식 2.10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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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10)

연속체라는 가정 하에 c축 방향에서 각 소재에 가해지는 힘은 동일하며,

단면적이 동일하다면 각 소재의 응력은 유효 응력과 동일하게 되어 해당

항은 소거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c축 방향의 유효 영률은 식 2.11로 도출

된다.

 














(2.11)

실제 솔레노이드 자석의 응력 해석은 축대칭 구조에 따라 원통형 좌표계

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축, 축, 축에 대한 유효 영률  ,  , 

계산이 필요하다. 초전도 선재의 c축이 좌표계의 축으로 권선되므로, 

은 식 2.11,  , 는 식 2.8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논문에서 제안한 이중 두께 기법은 표 2.2와 같이 120 μm와 135

μm로 두 종류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였다. REBCO 초전도 층의 두

께는 1∼1.5 μm이고 유효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전도 층

의 두께는 무시하고 계산하였다. 2 종류의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

조에 식 2.11을 적용하여 유효 영률을 구하였고, 표 2.2에 정리하였다. 계산

에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STS316L)과 구리의 영률은 180 GPa과 80

GPa로 적용하였다. 최종 두께 120 μm의 경우, 선재 두께 방향의 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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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56 GPa이고, 선재의 길이와 폭 방향의 영률 과 은 168 GPa 이다.

반면, 최종 두께가 135 μm의 경우  , (=)은 각각 141, 158 GPa로 무

른 금속인 구리의 두께가 두꺼워져 작은 값을 가진다.

표 2.2.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유효 영률.

Table 2.2. Effective Young's modulus of REBCO HTS tape

고온초전도 선재의 사양 Values

고온초전도 선재의 총 두께 [μm] 120 135

- STS316L 금속 기판의 두께 [μm] 105

- 구리 안정화 층의 두께 [μm] 15 30

의 유효 영률*
[GPa] 156 141

, 의 유효 영률*
[GPa] 168 158

* Calculated with ESTS = 180 GPa and ECu = 80 GPa

2.2.4 열적 특성

(1) 극저온에서의 물질의 열용량

초전도 선재는 영하 200도 이하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극저온의 환경에서는 상온(Room-Temperature, RT) 대비 물질의 열용량

이 낮아진다. 그림 2.12은 극저온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에 대해여

단위 부피당 열용량 를 나타내었다 [80]. 검은 실선은 은(silver), 빨간

파선은 구리, 파란 점선은 알루미늄, 녹색 쇄선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단위

부피당 열용량이다. 극저온에서 열용량은 상온보다 매우 낮으며, 액체 헬

륨 온도인 4 K와 상온 300 K에서의 열용량 비는 약 은의 경우 1900배, 구

리 4400배, 알루미늄 3700배, 스테인리스 스틸은 240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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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극저온 환경에서 주요 금속 물질의 열용량. 극저온에서 자

주 사용되는 금속인 은 (검은색 실선), 구리 (빨간색 파선), 알루

미늄 (파란색 점선), 스테인리스 스틸 (녹색 쇄선)에 대해 나타

냄. 상온 (300 K) 대비 4.2 K에서는 약 238배 (스테인리스 스틸)

에서 4,400배 (구리) 낮은 열용량을 가짐.

Fig. 2.13. Heat capacity vs. temperature for several metals. The

metals frequently used at cryogenic temperatures are silver

(solid black line), copper (dashed red line), aluminum (dotted

blue line), and stainless steel (dashed-dotted green line). At 4.2

K compared to room temperature (300 K), it has about 238

times (stainless steel) to 4,400 times (copper) lower heat

capacity.

이러한 물질의 특성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는 작은 열적 교란에 온도가

쉽사리 변하지 않지만, 극저온에서는 작은 열적 교란에도 냉각이 부족하여

즉시 발열을 해소해 주지 못할 경우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온도

상승에 따라 초전도 상태가 깨어지는 상전도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초전도 퀜치(quench)로 정의하며, 상전도 전이에 따라 초전도 선재의 저항

이 높아져 더 큰 발열을 생성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열 폭주(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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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way)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열 폭주는 극저온의 환경에서는 물질

이 낮은 비열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초전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임계전류에 도달할 경우, 임계전압 만큼의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초전도체에서 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전도 응용기기는 임계 전류보

다 낮은 전류에서 운전된다.

(2) REBCO 선재의 퀜치와 온도 상승 시간 예측

일반적인 절연된 초전도 자석의 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

제는 초전도성을 잃은 선재에 흐르는 전류로 인한 과열현상이다. 과열로

인한 온도 상승이 심할 경우에는 선재가 소손되거나 온도차에 의한 열 변

형으로 초전도 자석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도 한다. 퀜치 발생 시의 과열

현상은 퀜치가 발생한 국소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마그넷 전체로 전파해

나가며, 초전도 마그넷 시스템에 따라 수 ms에서 수 s 내에 전파가 완료된

다 [88], [89]. 수 초의 짧은 전파 시간 동안 냉각되는 것을 무시하면, 단열

가열(adiabatic heating) 조건을 가정할 수 있다 [80]. 이에 따라 초전도 선

재에 대해 단위 체적 당 온도 상승에 대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2.12)

, , , ,  는 각각 초전도 선재의 온도에 따른 단위

체적 당 열용량, 온도, 초전도 선재의 비저항, 시간에 따른 초전도 선재의

전류밀도, 안정화 층의 비저항을 나타낸다. 퀜치 시 초전도 층의 저항은 안

정화 층의 저항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초전도 선재의 저항은 안정화 층의

저항으로 근사될 수 있다. 식 2.12의 우변은 초전도체의 퀜치 이후 전류가

안정화 층으로 흐를 때의 발열량이며, 좌변은 그 발열량에 의한 초전도 선

재의 온도상승을 나타낸다. 일정한 전류를 가정하고, 단위 체적에 대해 표

현된 식 2.12을 단위 길이에 따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2.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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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퀜치 상황에서는 전류가 안정화 층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으로 표현하였다.




  

 (2.13)

와 는 각각 초전도 선재의 단면적과 안정화 층의 단면적을 나타낸

다. 초전도 선재의 부피당 열용량 은 안정화 층의 부피당 열용량

 으로 근사될 수 있다. 이는 100 K 이상의 온도에서는 열용량이 유사

하고, 퀜치에서의 최종 온도 를 구하는데 고온에서의 열용량이 지배적

이기 때문이다. 식 2.13에서 온도와 관계된 변수는 좌변으로 그와 무관한

변수를 우변으로 옮기고,   일 때 퀜치가 시작되어 까지 일정 전류가

유지될 경우, 식 2.14와 같은 적분으로 표현된다.






 

 
 










 






 







 








 

(2.14)

와는 퀜치가 시작될 때(  )의 온도와 일 때의 최종 온도이고,


은   으로 선재에서 안정화 층이 아닌 부분의 단면적이다. 



는 수식 전개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단면적 비 
이다. 식 2.14의 좌

변은 온도에 따른 안정화 층의 물성에만 의존하며,    함수로 정의

한다 [80].

  




 

 
 (2.15)

식 2.14를 에 대해 정리하면, 식 2.16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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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식 2.16은 선재에 전류 밀도 가 흐를 때, 초기 온도 에서 최종 온도

에 도달하는 시간 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고온초전도 선재

의 안정화 층인 구리의  함수를 시작 온도 4 K로 계산할 결과를 그림 2.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2.14.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리 안정화 층  함수. 고온초전도 선

재의 안정화 층인 구리에 대하여, 운전 온도인 4 K를 초기 온도

로 하여 계산한 결과.  함수는 초기 빠르게 증가하다 증가속도

가 완만해짐.

Fig. 2.14.  function of copper stabilizer on HTS tape. These are

the results of calculations with respect to copper, which is the

stabilization layer of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with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4 K as the initial

temperature. The  function initially increases rapidly and

draws a gentl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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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초전도 자석의 운전 전류는 전류인입선의 냉각 부하 등을 고려하여

많은 경우 200 A 부근으로 결정된다. 표 2.1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형상과

200 A의 운전 전류에 대하여 식 2.14은 그림 2.15와 같이 나타난다. 고온초

전도 선재가 300 K까지 온도가 상승하여도 선재의 손상에 의한 임계전류

감소나 선재의 솔더링(soldering) 접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80].

300 K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은 116 ms으로 계산되었다. 이 시

간이 의미하는 것은 116 ms 내에 퀜치를 파악하고, 외부의 전원 공급 장치

의 전원이 차단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림 2.15. 고온초전도 선재의 퀜치 시 온도 도달 시간. 퀜치 초기에

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지만, 이후 온도 상

승 속도가 느려짐. 300 K 도달시간은 116 ms로 계산됨.

Fig. 2.15. Time to reach temperature during quenching of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During quenching, the

initial temperature rises rapidly, but then the temperature rises

slowly. The time to reach 300 K is 11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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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구조적, 전자기적, 기

계적, 열적 특성

2.3.1 구조적 특성

(1) 무차원 형상 변수의 정의

가장 기본적인 솔레노이드 형태의 초전도자석을 결정하는 형상 변수는

그림 2.15와 같다. , , , 는 각각 초전도 자석의 내경(Inner

Diameter, ID), 외경(Outer Diameter, OD), 자석의 높이, 그리고 공학적 전

류밀도(engineering current density)이다. 는 선재의 부피 비율로 자석의

부피에서 선재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이다. 그림 2.16은 원형과 테이프형

의 선재의 권선방법에 대하여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검은색은 선재가 권선

되는 보빈(bobbin)을 나타내며, 주황색은 선재이다. 선재에 적혀 있는 번호

는 권선되는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2.16의 (a), (b), (c)는 레이어 권선으로

보빈 내를 z축으로 적층되며 권선된 뒤,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며 권선된

다. 반면, 그림 2.16의 (d)는 팬케이크 권선법으로 r축으로 권선되어 팬케

이크 형태의 얇은 판을 만드는 권선 방법이다. 권선 방법에 따라 선재의

부피 비율 가 달라지고, 고온초전도 선재처럼 테이프형 선재의 경우 빈틈

없이 권선이 가능하기에 1의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17 (d)와

같은 팬케이크 권선을 수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형상 변수 , , 를 무차원 변수로 치환하여 정식화

를 진행하였다. 이에 는 r 방향의 무차원 변수 로, 는 z 방향의 무

차원 변수 로 정의하여 전개한다. 초전도 자석 전체에 동일한 선재구

조와 동일한 쌓는 방식을 적용하여 가 일정할 경우, 그 때 중심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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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2.17와 같다 [90].

    ln

 


  

(2.17)

그림 2.16. 기본적인 솔레노이드 자석의 형상 변수. 내경 , 외경

, 높이 , 전류밀도 이며, 전류는 방향임.

Fig. 2.16. Design parameters for basic solenoid magnets. Inner

diameter , outer diameter , height , and current

density , and current flows in th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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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초전도 선재의 권선 방법에 대한 개략도. (a)와 (b)는 원형

의 저온초전도 선재의 권선 방법으로 각 ∼과 ∼의 부

피 비율을 가짐. (c)와 (d)는 테이프형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권선

방법으로 모두 ∼의 부피 비율을 가짐. 특히 (d)는 팬케이크

권선 방법임. 선재에 표기된 숫자는 권선되는 순서임.

Fig. 2.17. A schematic diagram of the winding method of a

superconducting wire rod. (a) and (b) are circular

low-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winding methods with

volume ratios of 0.91 and 0.79, respectively. (c) and (d) are the

winding methods of tape-typ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both having a volume ratio of 1. In particular, (d) is the

pancake winding method. The number marked on the wire is

the order in which it is wound.

(2) 초전도 자석의 권선 방식: 더블팬케이크 코일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권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다. 레

이어 권선(layer winding) 방법과 팬케이크 권선(pancake winding) 방법

으로,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레이어 권선은 하나의 연결된 선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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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의 보빈에 자석을 권선하는 기법으로, 많은 구조물이 필요치 않

아 간편한 권선법이다. 반면, 팬케이크 권선은 자석을 팬케이크 형태로 분

할하여 권선한 뒤 팬케이크를 쌓아(stack) 전체 자석을 구성하며, 팬케이

크 별로 보빈이 필요하며 자석을 쌓은 이후 팬케이크 간의 전기적인 연결

을 추가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REBCO 선재의 특성상 한 번의 배치(batch)에 평균 100∼300 m의 길이

로 생산되기 때문에, 팬케이크 별로 분할 권선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더불

어, 결함이 발견된 팬케이크에 대해서는 교체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유

지보수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권선으로 2

개의 팬케이크를 만드는 더블팬케이크(double pancake, DP) 권선을 적용

하였다.

2.3.2 전자기적 특성

(1) 정자장 유한요소법과 지배 방정식

솔레노이드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솔레노이드 자석의 중심축(axial axis)에서의 자기장은 해석

적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중심축을 벗어나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해석적 해

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는 선재에 인가되는 자기

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전도 자석에 인가되는 자기장에 대

한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수학적 기법인 타원적분법

(elliptic intergral)과 가우스 구적법(Gaussian quadrature)를 활용하는 방

법과 활용하여 자기장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본 연구논문에

서 사용한 방법으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사용하

여 자기장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다중 폭(Multi-Width,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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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이중 두께(Dual-Thickness) 기법을 적용하여 초전도 자석 내부의

전류밀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한요소법의 해석이 더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고온초전도 선재의 반자성 특성은 무시되는

데, 제2종 초전도체인 REBCO의 하부임계자기장은 0.1 T 이하로 응용기기

에서는 항상 혼합 상태(mixed state)이다. 이 경우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반자성보다는 상대 투자율   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정밀한 결과

를 반영할 수 있다 [40].

유한요소법은 벡터 포텐셜법을 사용하였으며,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에서 앙페르-맥스웰 법칙(Ampère-Maxwell's circuital law)의

시간에 무관(stationary)한 식 2.18에 자계의 세기 와 자속 밀도  , 벡터

포텐셜 의 관계식인 식 2.19을 대입하면, 식 2.20이 된다.

∇×  (2.18)

  

  


∇× (2.19)


  ∇×∇×

 ∇∇∙∇
(2.20)

여기서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 (×  H/m)를 사용하였다. 식 2.20

의 우변 첫 번째 항 ∇∇∙은 쿨롱 게이지(Coulomb gauge) 조건에 의

해 0이 되기 때문에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2.21)

여기서 전류밀도 는 내부의 유도 전류밀도 와 외부 소스 전류밀도 

의 합이지만, 비투자율이 1인 정자장에서는 유도 전류밀도가 0이므로, 전

류밀도 는 식 2.22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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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여기서 는  방향의 단위벡터이며, 솔레노이드 자석의 축 대칭 특성에

의해, 소스 전류밀도는 원통형 좌표계에서  방향의 단일 성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식 2.21에서 도  벡터만 존재해야 하므로, 정자장에 대한 유

한요소법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23)

그림 2.18은 정자장 유한요소해석의 예시로 54개의 DP 코일에 의해 발

생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각도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그림은

상하 대칭인 솔레노이드 자석의 상부 절반만을 나타내었다. 해석은 1 A의

통전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각도를 계산한다. 이는 고온초

전도체를 포함하여 주위 환경이 모두   로서, 전류와 자기장이 선형이

기 때문이다. 그림은 (a) 단위 전류(1 A)당 자기장의 세기  [T/A], (b)

자기장의 각도 ∡를 나타내었으며, 수식 2.24로 계산되었다.

∡ tan  (2.24)

여기서 과 는
의 성분과 성분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ID 부근에

서 가장 높고, OD 부근에서는 낮아진다. 자기장의 각도는 솔레노이드의

중심 부근에는 0°에 가까운 수평자기장(B//ab)이 주요하며, 양 끝단(위/아

래)에서는 30°∼90°로 수직자기장(B//c)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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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발생하는 (a) 자기장의 세기와 (b)

자기장의 각도. 그림은 솔레노이드 자석의 상부 절반만 나타냄.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류 당 자기장으로 나타내었으며, 각도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에 대한 각도임. 0°(파란색)는 수평자기장

(B//ab)이고 90°(빨간색)는 수직자기장(B//c). 자석의 중심부는

수평자기장이 높고, 자석의 끝단으로 가면 수직자기장이 높아짐

을 알 수 있음.

Fig. 2.18. (a) Magnetic field strength and (b) the angle of an

REBCO magnet. Only the upper half of the solenoid magnet is

drawn. The strength of the magnetic field is expressed as a

magnetic field per unit current, and the angle is an angle with

respect to the width of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Therefore, 0° (blue) is the horizontal magnetic field

(B//ab) and 90° (red) is the vertical magnetic field (B//c). The

horizontal magnetic field dominates the center of the magnet,

and the vertical magnetic field increases toward the end of the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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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 계산법

초전도 자석의 운전 전류가 임계 전류에 근접할 시, 퀜치(초전도 현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발생에 필요한 추가 에너지, 즉, 안정성 마진

(stability margin)이 매우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퀜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80]. 초전도 자석의 운전 전류가 임계 전류에 근접할 시 안정성

마진이 줄어들어 초전도 자석의 퀜치 발생 가능성 증가한다 [88]. 따라서

초전도 자석의 운전 전류는 임계 전류보다 낮은 범위에서 결정된다. 초전

도 자석의 임계 전류는 초전도 자석의 구성요소인 초전도 선재의 임계 전

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79]. 따라서 사용된 초전도 선재의 임계 전류 특

성을 이용하여 초전도 자석의 임계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89].

그림 2.19은 고온초전도에서 발생하는 그림 2.18의 (a) 단위 전류(1 A)

당 자기장의 세기  [T/A], (b) 자기장의 각도 ∡와 그림 2.11의 자

기장에 따른 임계전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초전도 자

석의 운전 시 자석 내의 초전도 선재는 자석이 스스로 생성하는 자기장의

영향 하에 노출된다. 자석의 운전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선재에 노출되

는 자기장의 세기는 따라서 증가하며 이는 초전도 선재의 임계 전류 감소

를 유발한다. 자석의 운전 전류를 점차 증가시켜갈 때 운전 전류가 초전도

자석 내 초전도 선재의 임계 전류의 최솟값과 일치하는 전류의 값을 초전

도 자석의 임계 전류로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다시 말해, 식 2.25과 같이

초전도 자석 내의 점 에 대하여 항등식을 만족하는 임계전류 를 찾는

것으로, 초전도 자석 내의 모든 점에 대하여 수행된다. 여기서 함수 는

그림 2.11의 곡선으로 정의되는 함수이며 측정된 값을 제외한 지점은 내삽

(interpolation)을 적용하였다. 자기장 는 자기장의 세기 와 자기장

의 각도 ∡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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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 그림은 자석의 상부 절반만

나타냄. 임계전류는 수직 자기장 성분이 커지는 자석의 끝단에서

나타남.

Fig. 2.19. Critical current of an REBCO magnet. Only the upper

half of the magnet was drawn. The critical current appears at

the end of the magnet where the vertical magnetic field

component becomes larger.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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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기계적 특성: 기계적 응력과 변형률

극저온, 고전류, 고자기장의 극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초전도 자석은 그

러한 환경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적 응력(stress), 변형률

(strain)이 운전 시 자석 내에 형성되게 된다 [80]. 이러한 변형률이 특정

크기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 자석 내 초전도 선의 임계 전류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석의 비가역적인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91], [92]. 따라서 기계적 응력 및 변형율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전도 자석의 축 대칭 구조에 따라서, 형성된 응력 및 변형률의 방향에

따라 각각 3가지 종류의 응력과 변형률이 주로 논의 된다(그림 2.20). 자석

의 중심으로부터 방사 방향으로 형성되는 방사 응력(radial stress, ), 초

전도 선의 권선 방향(회전 방향)으로 형성되는 후프 응력(hoop stress, ),

자석의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는 수직 응력(axial stress, )이 존재하며,

변형률도 각 응력에 대응되는 방사 변형률(radial strain, ), 후프 변형률

(hoop strain, ), 수직 변형률(axial strain, )이 존재한다.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는 초전도 선의 영률(Young’s modulus, E)와 푸아송 비

(Poisson’s ratio, ν)를 이용하여 식 2.28에서 식 2.24와 같이 일반화된 훅의

법칙(Generalized Hooke’s law)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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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축 대칭 구조를 갖는 초전도 자석의 방향별 응력. 초전도

자석에서 자기장이 충전되면 축 방향(축)으로는 압축력이 작용

하고, 후프 방향(축)은 인장력이 작용함.

Fig. 2.20. Stress in a superconducting magnet with an

axisymmetric structure. A compressive force acts in the axial

direction (axial), and a tensile force acts in the hoop direction

(axial).

초전도 자석 내의 이러한 응력-변형률을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분류해

보면, 1) 자석 충전 시 로렌츠 힘에 의한 자기적 응력-변형 (Magnetic

stress-strain), 2) 냉각 시 재료의 열 수축에 따른 열적 응력-변형

(Thermal stress-strain), 3) 권선 시 초전도선에 가해지는 권선 장력으로

부터 기인한 권선 응력-변형 (Winding stress-strain), 4) 초전도선의 굽힘

에 따른 굽힘 응력-변형 (Bending stress-strain)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4가지의 응력-변형의 효과를 함께 적절히 고려하였을 때 자석에 가해

지는 전체 응력-변형률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네 가지의 응력-변형 효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로렌츠 힘

에 의한 자기적 응력-변형이다. 로렌츠 힘에 의해 나타나는 솔레노이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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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내의 응력 분포는 응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석의 중앙 면

에 평면 응력(plane stress)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자석 중앙 면에서의 2차

원 응력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자석이 충전되어 로렌츠 힘이 존재할 때, 2

차원 응력 분포에 대한 지배 방정식은 그림2.21과 같이 미소 체적 에 대

한 평면상 방향으로의 힘이 평형(합력=0)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된다. 솔레

노이드 자석은 축 대칭을 가지고 있고, 이에 원통 좌표계   를 사용

하였다. 솔레노이드 자석의 형상을 고려하여 원통형 좌표계를 도입하면 후

프 방향으로의 힘은 대칭을 이루어 0이 된다. 따라서 방사 방향으로의 합

력이 0이 되어야 하고 이는 식 2.29과 식 2.30로 표현된다 [87].

그림 2.21. 초전도 자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 오른쪽 그림은 자

석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단면임. ID에서의 자기장은 이

고, OD에서의 자기장은   임. 미소체적 에서 힘은 평형

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배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음.

Fig. 2.21. Stress generated inside a superconducting magnet. The

figure on the right is a cross-section through the center of the

magnet. The inner magnetic field is , and the outer magnetic

field is . In a microvolume, the forces must be in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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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30)

과 은 각각 자석 내부의 방사 방향에 따른 전류밀도와 수직 방

향 자기장을 나타낸다. 자석 내솔레노이드 자석의 중앙 면에 대한 후프 와

방사 방향 변형률은 각각의 정의에 의해 식 2.31과 식 2.32로 나타난다.

  


(2.31)

 

 (2.32)

여기서 은 방사 방향으로의 변위이다. 식 2.31과 식 2.32을 식 2.26와

식 2.2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후프 방향 응력과 방사 방향 응력을 각각 식

2.33와 식 2.34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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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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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평면 응력 가정에 의해 과 독립적인 상수 값을 갖는다. 식 2.

33와 식 2.34을 식 2.3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35과 같이 을 변수로

하는 방사 방향 변위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35)

자석의 중앙 면에서 방사 방향으로의 전류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은 로 나타낼 수 있고, 수직 방향 자기장 분포를 선형으로 근사하면

을 식 2.36로 나타낼 수 있다.

  

 
 

 
 (2.36)

, , , 는 각각 자석의 중앙 면에서의 내반경, 외반경, 내반경에서

의 성분의 자기장, 외반경에서의 성분의 자기장이다. 식 2.36를 식 2.35

에 대입하여 에 대하여 풀면 식 2.37과 같이 방사 방향 변위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다.

  
 

 
 

 (2.37)

여기서, , , , , 는 각각 식 2.38부터 식 2.42까지 나타내었고,

과 는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로서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양 끝단에서의 조건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식 2.37으로부터 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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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식 2.33와 식 2.34에 대입하여 에 따른 방사 방향 응력과 후프 방향 응

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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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2.40)

     

  
 

 
(2.41)

     

  
 

 
(2.42)

보통 항복 강도(Yield strength) 이상의 응력이 재료에 가해질 경우, 재

료가 탄성 영역을 벗어나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을 일으켜 설계한

기기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그림 2.22와 같이 고온초전도 선재에 가해진 변형률 값이

고온초전도 선재에 허용된 변형률의 임계 한계를 넘어설 때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가 감소하는 전기-기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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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REBCO 선재의 변형률에 따른 임계전류의 변화 [93]. 상용

으로 판매되는 대표적인 REBCO 초전도 선재의 인장 강도 시험

결과. 녹색은 (주)서남에서 판매하는 선재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고온초전도 선재임. 변형률 0.4%까지는 임계 전류의 변화가 없

고, 0.5%를 넘어서면서 임계전류가 떨어지기 시작함. 본 논문에

서는 구속조건으로 변형률 0.4% 이하를 사용함.

Fig. 2.22. Change of critical current according to strain of REBCO

superconducting wire. Tensile strength test result of a typical

REBCO superconducting wire that is commercially available.

Green is the wire sold by Seonam Co., Ltd., and it is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used in this paper.

There is no change until the strain is 0.4%, and when it

exceeds 0.5%, the critical current starts to drop. In this paper,

a strain of 0.4% or less was used as a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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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계전류의 감소는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으며, 초전도선의 기판

(substrate)의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응력-변형률 크기보다 낮은 응력-변

형률 크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의 응력-변형률 설계의 기준

값으로 사용된다. 즉, 초전도 자석의 설계 시에 앞서 설명한 4가지 응력-

변형률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석에 분포된 응력-변형률의 최댓값이 초전도

선의 임계 전류가 감소하는 임계 변형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2.3.4 열적 특성

(1) 초전도 자석의 액체 헬륨 냉각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 온도를 임계 온도 이하로 유지해

야 한다. 또한 임계 온도 이하인 상황에서도 온도에 따라 임계 전류밀도가

바뀌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에서 발생 가능한 발열과 냉각을 고려하여 운

전 전류밀도가 임계 전류밀도를 넘는 상황 역시 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초전도 자석의 안정성(stability)이다. 초전도 자

석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온도 및 엔탈피에 대한 마진(margin)이 필요하다.

마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기치 못한 발열 혹은 초전도 현상의 사라짐

을 의미하는 퀜치(quench) 현상으로 인해 운전 온도가 임계 온도를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초전도 자석이 파손되어 다시 사

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열적 교란(disturbance)을 분석하기 위해 최소 전파 영역(minimum

propagation zone, MPZ)의 기준을 도입하였고, 교란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기준 이하의 상전도(normal-state) 영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퀜치 현상은 초전도 자석의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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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석의 보호 기술 역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초전도 자석의 최소 전

파 영역보다 큰 상전도 영역이 형성되면 이 위치에 저항 성분이 발생하여

자석에 저장된 에너지가 국부적으로 방출된다. 이때의 발열이 온도 마진을

넘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자석의 에너지를 자석의 외부로 추출하거나 혹

은 에너지의 방출이 자석 전체에서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보호

기술이라 정의한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경우 퀜치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

문에 퀜치 발생을 감지하기가 어려워 자석의 보호가 어려웠고 [88], [96],

이로 인해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기

의 응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이 등장

하여 고온초전도가 가진 높은 안정성 특성을 자석이 자기 보호

(self-protecting)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온초전도 자석의 다양한 응

용을 파생시켰다.

초전도 자석은 운전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냉력을 필요로 한

다. 자석을 냉각시키는 방법은 크게 액체 냉매(헬륨, 수소, 질소 등)에 자석

을 투입시켜 냉각하는 “Wet” 운전 방식과 극저온냉각기(cryocooler) 혹은

고체 냉매를 이용하는 “Dry” 운전 방식으로 나뉜다 [97]. “Wet” 방식의 경

우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4.2 K로 자석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98]-

[101], 액체 수소 [102], [103], 액체 네온 [104], [105] 등의 냉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격이 저렴한 질소를 고체 냉매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06]-[109]. 또한, 극저온냉각기를 통한

전도냉각 방식 역시 광범위하게 연구 및 응용되고 있다 [110]-[112]. 전도

냉각 방식의 경우 자석에 부착된 전도판을 통한 열전도로 자석을 냉각시

키며,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전도, 대류, 복사로 인한 열침입을 막기 위해

자석을 저온유지장치(cryostat) 안에 넣고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시켜준다.

초전도 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리드(lead)의 냉각 역시 중요하며 리

드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전도를 통한 냉각보다 작도록 설계하여 자석을

운영한다.

앞서 기술한 “Wet” 운전에서 액체 헬륨으로 자석을 냉각하는 방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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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완벽 모드(“Perfect” mode)와 덩크 모드(“Dunk” mode) 두 가지로 나

뉜다. 완벽 모드는 자석의 초기 온도에서 4.2 K까지 냉각할 때의 열을 극

소의 온도차에 의한 열 교환을 통해 헬륨이 모두 흡수하는 상황을 가정하

는 이상적인 냉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석으로부터 전해지는

극소 열량 과 헬륨이 받는 극소 열량 는 같아진다 [80].

   (2.43)

엔탈피 는 열역학에서 정의되는 물질의 특성으로 특정 온도와 압력에

서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나타내며, 두 온도 과 에서의 엔탈피 차이

는 식 2.44와 같이 표현된다.

  


   (2.44)

, , 는 각각 두 온도 과 사이에서의 시스템의 주고 받은 열

량, 시스템의 부피, 압력의 변화이다. 초전도 자석과 같이 압력의 변화 

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출입하는 열량과 같다.




  (2.45)

자석의 온도가 일 때, 의 온도 변화에 의해 기화되어 소모되는 헬륨

의 질량 는 자석온도에서의 헬륨 엔탈피  와 액체헬륨의 엔탈

피   차이이다.

       (2.46)

여기서 는 자석의 질량, 는 자석의 비열, 는 헬륨의 질량이다.

양 변을 적분하면 식 2.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적분은 자석의 초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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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터 최종온도인 4.2 K까지 계산한다.






 



   

 
(2.47)

이러한 완벽 모드 방식은 자석의 하단부에 액체 헬륨을 천천히 흘려줌으

로써 이와 유사하게 이행할 수 있지만, 냉각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한 냉각 속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덩크 모드는 완벽 모드와 달리 4.2 K의 헬륨이 들어있는 수조에 자석 전

체를 담그는 것이다. 이는 헬륨의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의 자석으로부터

헬륨이 기화열만큼의 열을 전달받게 되면, 헬륨이 즉각적으로 기화해버리

는 상황을 가정한 냉각 방식이다. 즉, 자석의 초기 온도()에서의 에너지

와 목표 온도인 4.2 K 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모두 헬륨을 기화열로만 냉각

이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0].






   
(2.48)

은 헬륨의 기화 시의 비열을 나타내고, 는 특정 온도에서의 자석의

엔탈피를 나타낸다. 덩크 모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냉각 방법이지

만, 헬륨의 기화열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냉매 상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

율적이다. 특히, 자석의 초기 온도가 높을수록 완벽 모드에 비해 수십 배

더 많은 헬륨이 필요하다. 따라서 “Wet” 운전에서 4.2 K 운전 온도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먼저 77 K

의 온도를 달성하고, 77 K 이하 온도로의 냉각은 완벽 모드와 유사하게 헬

륨을 천천히 흘리며 냉각한다.

그림 2.23은 극저온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금속들과 헬륨의 엔탈피를

나타내었다 [80]. 검은 실선은 은, 빨간 실선은 구리, 파란 실선은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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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녹색 실선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자홍색 점선은 헬륨의 엔탈피이다.

헬륨의 4.2 K에서 엔탈피가 커지는 것은 액체 헬륨에서 기체 헬륨으로 상

변이할 때 잠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2.23. 극저온에서 사용되는 금속물질과 헬륨의 엔탈피.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다홍색(점선)은 각각 은,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과 헬륨의 엔탈피임.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로 온

도 범위 1 K에서 300 K까지 나타냄. 4.2 K에서 헬륨의 엔탈피

는 기화열이 포함되어 증가함.

Fig. 2.23. Enthalpy of helium and metallic materials used at

cryogenic temperatures. Black, red, blue, green, and magenta

(dotted lines) represent the enthalpies of silver, copper,

aluminum, stainless steel and helium, respectively. The graph

is presented on a logarithmic scale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1 K to 300 K. The increase in enthalpy of helium at 4.2

K is due to the heat of vaporization of liquid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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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헬륨 냉각의 두 가지 모드와 액체 질소와 액체 헬륨을 모

두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폭 4 mm, 두께 0.12 mm의 고온초전도 선재

10 km를 상온(300 K, RT)에서 4.2 K까지 냉각할 때에 필요한 헬륨 량을

그림 2.23의 엔탈피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고온초전도 선재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므로 각 물질의 특성과 구성비를 고려하여 고온

초전도 선재의 열역학적 성질을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온초전도 선재

의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식 2.47와 식 2.48에

서 자석의 물성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치환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으며, 표

2.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액체 헬륨의 덩크 모드 (300 K – 4.2 K), 완

벽 모드 (300 K – 4.2 K), 완벽 모드 (77 K – 4.2 K)로 세 가지지로 구분

하였다. 300 K에서 4.2 K까지 덩크 / 완벽 모드를 비교해보면, 덩크 모드

는 완벽 모드 대비 약 40배로 많은 헬륨이 필요하다. 마지막 77 K에서 시

작하는 냉각은 액체 질소로 사전 냉각하고, 이 후로 완벽 모드를 진행하는

경우이며, 이 값은 냉각 시의 헬륨 소모량의 최소 한계이고 6.3 L의 액체

헬륨이 증발한다. 이와 같이 초전도 자석을 액체 헬륨으로 냉각 할 경우,

매우 천천히 냉각을 진행한다. 천천히 냉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전도 자

석 내부의 온도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열 충격(thermal

shock)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표 2.3. REBCO 선재 10 km 냉각 시 액체 헬륨 소모량

Table 2.3. Liquid helium consumption for REBCO 10 km tape

냉각 방법 액체 헬륨 소모량

액체 헬륨 “Dunk” mode(300 K – 4.2 K) 1,390 L

액체 헬륨 “Perfect” mode(300 K – 4.2 K) 35 L

액체 질소 “Dunk” mode(300 K – 77 K) +

액체 헬륨 “Perfect” mode(77 K – 4.2 K)

6.3 L

(+ 액체 질소 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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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전도 자석의 안정성 마진

안정성 마진(stability margin, )은 초전도 자석이 퀜치가 나기까지 필

요한 에너지양으로, 단위 부피당 에너지로 표현된다. 초전도 자석의 온도

와 전류의 임계값(critical value)을 그림 2.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24. 초전도 자석의 온도에 따른 임계전류. x축은 온도, y축은

전류이며, 빨간색 선은 각 온도에서의 임계전류를 나타낸다. 

와 는 초전도 자석의 운전온도와 운전전류이다. 각 값이 고정

되었을 때, 임계값을 와 로 나타내었다.

Fig. 2.24. Critical current according to temperature of

superconducting magnet. The x-axis is the temperature, the

y-axis is the current, and the red line is the critical current at

each temperature.  and  are the operating temperature

and operating current of the superconducting magnet. When

each value was fixed, the threshold values are indicated by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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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초전도 자석의 운전온도와 운전전류이다. 

는 온도가 로 고정될 때 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이고, 는 전류가

로 고정될 때 초전도 자석의 임계온도이다. 는 초전도 자석의 전류가

0일 때 임계온도이며, REBCO 초전도체에서는 93 K이다. 임계값은 선형으

로 근사하여 빨간색 선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임계전류

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49)

온도가 이고 전류가 인 임계값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50)

식 2.50을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1)

where  

 
(2.52)

여기서 는 운전전류의 마진(margin)으로 식 2.52와 같이 정의된다.

이 는 전류공유온도(current sharing temperature)로 초전도 자석에서

퀜치가 나기 위해 필요한 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정성 마진 은 식

2.53과 같이 운전온도에서 전류공유온도까지 초전도 자석의 부피당 열용

량 의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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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3) 초전도 자석 내의 퀜치 전파 속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전도 자석 내에 국소적인 퀜치가 발생하

여 온도가 상승하면, 열전도를 통해 주변의 다른 선재에 열전달이 일어나

며, 이로 인해 초전도 자석 내에서 퀜치가 전파된다. 이 때의 퀜치 전파 속

도를 Normal Zone Propagation Velocity (NZPV)라 한다. 저온초전도 선

재는 낮은 온도 마진과 높은 구리 비열로 인해 선재에서의 퀜치 전파 속도

가 수 m/s로 매우 빠른 반면, 고온초전도 선재의 경우 퀜치 전파 속도가

수 mm/s로 매우 느리게 전파 된다 [80]. 퀜치 전파 속도가 빠를 경우, 국

소적인 퀜치가 발생한 뒤 빠르게 퀜치가 전파되며 저장되어 있는 자기장

에너지가 퀜치가 전파된 모든 선재에서 소모되며 온도가 균등하게 상승하

게 된다. 이러한 기작으로 인해 퀜치 전파 속도가 빠른 일부 저온초전도

자석의 경우 퀜치 발생 시 외부의 보호회로 없이 자기보호가 가능하다. 그

러나 퀜치 전파 속도가 느린 경우, 자석에 저장된 전체 에너지가 국소적인

부분에서 방출되어 과다한 온도의 상승으로 선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고온초전도 자석의 경우 느린 퀜치 전파 속도에 의해 퀜치보호를

외부의 보호회로 또는 능동보호기법들에 의존해야 한다. 저장된 자기에너

지가 높은 고자기장 고온초전도 마그넷의 경우 능동보호기법들을 이용하

여 자석의 퀜치보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11년에 발표된 무절연 권

선법은 기존의 열적현상으로 퀜치가 전파되는 것과는 달리, 전자기적 현상

을 통해 퀜치가 전파됨으로서, 자가보호가 가능한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

을 가능케 하였다. 무절연 권선법의은 고온초전도 마그넷 권선 시 의도적

으로 절연물질을 제거함으로서 퀜치 발생 시 방사형 방향으로도 전류가

우회할 수 있게 하여 국소적인 온도 상승을 방지함과 동시에, 전자기적 전

파로 인해 퀜치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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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온초전도 자석의 요소 기술과 이중

두께 기법

본 장에서는 REBCO 고온초전도의 자석 기술과 본 논문에서 최초 제안

하는 이중 두께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러한 자석 기술들은

"Demonstration" 자석이라 일컬어지는, REBCO의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

개발 과정에서 그 효용성이 검증된 기술들이다. Demonstration 자석은 자

석의 활용성을 목적에 두지 않고, 고온초전도 자석의 잠재적 가치를 검증

하기 위해 개발된 자석을 지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된 많은 개발 기

술들 중, 본 연구에 활용된 무절연 권선법 [35]과 다중 폭 기법 [36]에 대하

여 기술한다.

3.1 무절연 권선법

3.1.1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

2011년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이 보고된 이후, 그 특성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다. 무절연 권선법은 고온초전도 선재 권선 시, 턴간 절연 물

질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턴간 금속 접촉을 만들며 권선하는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충전 지연

(charging delay) [113]-[116], 퀜치 안정성 [117]-[119], 등가 회로 모델

(equivalent circuit model) [120]-[122]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123]-[126]. 기존의 절연 방식으로 제작된 고온초전도 자석에 비

해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더 높은 전류밀도를 통전할 수 있고, 이에

자석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자기압력에 대항하여 기계적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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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들에 더불어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퀜치의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는 그림 3.1에 나타난 것처럼, 초전도

체에서 국소적인 퀜치(local quench)가 발생할 경우, 전류가 턴 사이의 금

속 접촉을 통해 우회하여 퀜치의 전파가 억제되고 자석의 안정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자기

보호 개념에 대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소형 자석 실험을 통해 밝

혀졌으며, 고자기장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123]

-[124].

그림 3.1.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와 전류 우회 [127]. 코일의

검은선은 초전도체, 갈색은 금속 접촉을 나타냄. 초전도체에서 국

소적인 퀜치가 발생할 경우, 금속 접촉을 통해 전류가 우회하며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이 높아짐.

Fig. 3.1. Local Quench and current bypass in a No-Insulation

REBCO magnet. The black line on the coil represents the

superconductor, and the brown line represents the metal

contact. When local quenching occurs in the superconductor,

the current is diverted through the metal contact, increasing

the stability of the non-insulated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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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등가회로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충/방전

시 인덕턴스 전압에 의한 우회전류가 발생함에 따라 자석 내부의 발열량

이 크고, 자기장 충전이 지연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의 충/방전 지연 특성을 포함한 특성해석을 위하여 등가회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0]-[122]. 그림 3.2은 가장 간

단한 등가저항 , 초전도 저항  , 인덕턴스 로 구성된 등가회로이다

[128].

그림 3.2.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등가회로. 등가회로는 전원 공급

장치, 인덕턴스 , 초전도 저항 , 등가저항 으로 구성됨.

Fig. 3.2. Equivalent circuit for No-Insulation REBCO magnet. The

circuit consists of power supply, inductance , superconducting

resistance  , and equivalent resi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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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저항 의 경우 통전 전류가 낮을 경우 식 3.1에 의해 그 값이 0

에 수렴한다 [127]. 이 경우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등가회로는 간단한

RL 병렬회로로 근사할 수 있다 (그림 3.3).

  

 

 
  

≈ i f  ≪  (3.1)

그림 3.3.    인 경우,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등가회로. 초전

도 저항 가 0이 되며, RL 병렬 회로로 치환됨.

Fig. 3.3. When   , equivalent circuit for No-Insulation REBCO

magnet.  becomes 0, and is replaced with an RL parallel

circuit.

고온초전도 자석은 일정한 충전속도로 통전 전류를 높여 목표 전류에 도

달한 뒤, 그 전류를 유지하는 DC 운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회로 방정식

을 세워 해석적 해를 구할 수 있다. 전류 충전 속도를 , 목표 전류를 ,

목표 전류 도달 시간    , 시정수    라고 하면, 그림 3.3의

등가회로는 식 3.3 ( ≤ )와 식 3.3 (  )과 같은 1차 미분방정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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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이 가능하고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2)




 





   (3.3)

이 1차 미분방정식은 해석적 해가 존재하며, 그 해는 아래 식 3.4와 식

3.5이며, 는 3.6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p 

   ≤  (3.4)

  



exp

  exp 

 



    (3.5)

    (3.6)

이때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압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exp 

  (3.7)

 ≪    인 경우, exp≈ 으로 수렴하게 되고, 코일의 전압

는 인덕턴스 전압으로 수렴한다. 이 경우 식 3.7은 아래와 같이 나타

나며, 실험적으로 고온초전도 자석의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     (3.8)

또한,      인 경우, exp  exp   이 되므로, 실험을

통해 얻은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압에 식 3.9을 적용하여 를 실험

적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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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식으로부터     일 때, 자석의 전압은 인덕턴스 전압의 63.2%가 됨

을 알 수 있다. 한편, 식 3.4와 식 3.5를 변수 ′  min로 정의하여 다시

쓰면 식 3.10이 되고, 우회전류 에 의한 발열 은 식 3.11과 같이 정리된

다.

  



exp

′ exp 

  (3.10)

   
  



  


exp

′ exp 

 


(3.11)

우회전류 에 의한 발열량은 충전 속도 의 제곱과 인덕턴스 의 제곱

에 비례하고, 등가 저항 에 반비례한다. 인덕턴스와 등가저항은 코일의

설계와 제작과정에서 결정되는 상수이므로, 발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

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충전을 느리게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등가 저항 는 턴간 접촉에 의한 우회전류 경로에서 발생하는 저

항을 의미한다. 이 저항은 모든 턴에 대하여, 턴간 등가 접촉 저항( , μ

Ω․cm2)을 각 턴별 접촉면적으로 나눈 값의 총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3.4 참조). 여기서 A는 접촉 면적으로 선재 폭과 접촉면의 원주 길이의 곱

이다. 따라서 등가 저항 는 식 3.1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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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에서의 턴간 접촉. 그림에서 코일은

하나의 팬케이크 코일을 나타내며, n 개의 팬케이크 코일 내에

(m-1)개의 턴간 접촉 저항이 존재함. 각 턴별로 접촉 저항과 단

면적의 비로 구한 뒤 모두 합하여 등가저항 을 계산함.

Fig. 3.4. Contact between turns in a REBCO magnet. In the figure,

the coil represents one pancake coil, and (m-1) inter-turn

contact resistance exists in n pancake coils.

3.1.3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 전파 속도

2.3절에서 살펴보았듯, 턴간 절연되어있는 고온초전도 자석은 느린 퀜치

전파 속도에 의해 자석의 보호가 어렵다. 그러나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은 RL 병렬회로로 표현되는 우회전류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

난다.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도 여전히 열에 의한 퀜치의 전파 속도는 느

리지만, 전자기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에 의해 빠른 퀜치의 전

파가 일어난다. 그림 3.5는 26.4 T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 시 전압

이다 [115]. 해당 자석은 2014년에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연구를 위해

개발한 자석으로 26개의 DP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위의 DP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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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번, 가장 아래의 DP 코일은 26번이다. DP18에서 퀜치가 발생한 뒤, 약

80 ms가 지나고 DP17이 퀜치가 나고 약 100 ms 이후 DP 16번에 퀜치가

발생하며 전파되었다. 이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특성으로, DP18에

서 퀜치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우회하여  이 높아진다. 이에 자기장

을 보상하기 위해 인접한 DP17번의  이 높아지고, 임계전류에 도달

하여 퀜치가 전파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기 커플링에 의한 퀜치 전파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129]-[130].

그림 3.5. 26.4 T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 두꺼운 검은 실선

은 전류를 나타내며, DP 전압의 범례는 그래프 오른쪽에 표기함.

DP18에서 퀜치가 발생하고 약 80 ms에 DP17, 약 100 ms에

DP16으로 퀜치가 전파됨을 알 수 있음.

Fig. 3.5. Quenching of the 26.4 T NI HTS magnet. The thick

black solid line represents the current, and the legend of the

DP voltage is indicated on the right of the graph. A quench

occurred at DP18, and the quench propagated to DP17 at about

80 ms and DP16 at about 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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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연구 동향과 액시온 haloscope 실험

상기 하였듯, 무절연 권선법의 장정은 안정성이다. 그러나 충전 지연과

충/방전 시의 추가적인 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턴간의 등가접촉저항 이다. 가 낮을수록 자

석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충전 지연과 발열량이 늘어난다. 가장 기본적

인 무절연 권선법은 고온초전도 선재의 최외곽 층을 구리 안정화 층으로

권선하는 것으로, 구리-구리의 턴간 접촉을 만들어 10∼50 μΩ․cm
2
의 등

가접촉저항 를 가지는 것이다 [115]. 그러나 이 경우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은 매우 높으나 자석을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방전 시

발열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이후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충전 지연과 발열을 줄

이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권선 장력을 조절하여 를

조절하는 방법 [131], 높은 비저항의 금속으로 구리 안정화 층 위를 한 번

더 감싸는 metal-cladding 기법 [132], 고온초전도 선재와 형상이 비슷하고

높은 비저항을 가지는 금속으로 같이 권선하는 co-winding 기법 [133], 턴

간 절연 물질의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연 (partial-insulation) 기법 [134]

등 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어져 왔다.

반면, 액시온 haloscope 실험에서 초전도 자석은 긴 기간 충전 상태를 유

지한다. 이는 액시온이 고자기장에서 편광된 2개의 포톤으로 변환되고, 긴

기간에 걸쳐 변환된 포톤을 검출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개발되는 자석은 충/방전 횟수가 많지 않고 장기간 운전에 맞추어 설

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가접촉저항이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 또한, 는 권선 장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값을 가지나 4

kgf 이상에서는 의 변화량이 줄어든다 [115], [131]. 따라서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과정에서 권선 장력은 4 kgf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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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중 폭 (Multi-Width) 기법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전술한 “무절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

존의 절연 고온초전도 자석과 마찬가지로 고온초전도 선재의 특성 자체에

서 기인한 임계전류 특성을 갖는다. 앞서 밝혔듯, 고온초전도체의 특성상

선재의 수직 방향(두께 방향) 자기장과 수평 방향(폭 방향) 자기장에 따른

임계 전류의 이방성에 의해 자석에 통전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제한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석의 양 끝단에는 수직 방향의 자기장이 주요

하게 작용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체적인 성능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기장에 의한 임계전류 감소가 커지는 자석의 양 끝단에 더 폭이

넓은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체적인 성능을 높

일 수 있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가격이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차지하는 부

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석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선재의 사용량

을 줄일 수 있는 다중 폭 기법을 통해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림 3.6는 앞서 언급한 26.4 T 고온초전도 자석 설계의 유한요소 해석

이다 [115]. (a)는 26.4 T의 설계안인 다중 폭(MW) 기법이 적용된 경우이

고, (b)는 동일한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하고 단일 폭(SW) 기법이 적용

된 경우의 해석 결과이다. 해당 자석은 실제 다중 폭 기법을 사용하여 임

계전류 (MW) 242 A에서 중심자기장  (MW) 26.4 T를 달성하였다. 해

당 자석과 유사한 형상 조건(동일한 자석 단면적과 높이)으로 단일 폭 기

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면 임계전류 (SW)는 159 A로 34% 감소 하고, 중

심자기장  (SW)은 19.2 T로 27% 감소한다. 사용된 REBCO 초전도선재

의 양은 동일하지만, 다중 폭(MW) 기법을 적용할 시에 자석의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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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6.4 T 고온초전도 자석의 (a) 다중 폭 및 (b) 단일 폭 기

법 비교. 그림의 색 분포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각 자석의

임계전류와 그 위치를 표기함. 다중 폭 기법이 적용된 (a) 자석은

4 mm 폭의 DP 중에 가장 외곽에 있는 DP에서 임계전류가 나타

나며, (b) 단일 폭 기법의 코일은 자석의 가장 끝에서 나타남. 다

중 폭 기법에 비해 단일 폭 기법은 임계전류 34% 감소, 중심자기

장 27%가 감소함.

Fig. 3.6. Compare between (a) multi-width and (b) single-width of

the 26.4 T REBCO magnet. The color distribution in the figure

expresses the strength of the magnetic field, and the critical

current of each magnet and its position. (a) The magnet with

MW, critical current appears at the outermost DP among 4

mm width DPs, and (b) a magnet with SW appears at the end

of the magnet. Compared to the MW technique, the SW

technique reduced the critical current by 34% and the central

magnetic field b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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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중 폭 기법의 단점은 보어 내의 자기장 균일도가 낮아진다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자석의 양 끝단의 전체적인 전류밀도를 높이거나 자석의

중앙부의 전류밀도를 낮추어 자기장 균일도를 높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

다. 그러나 다중 폭 기법은 솔레노이드 자석의 양 끝단에서 넓은 폭의 선

재를 사용하여 전류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장 균일도가 낮아진다. 또

다른 단점으로, 단위 전류(1 A)당 중심자기장의 세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중심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류를 통전하여야 하고,

이는 냉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을 포괄하여 다중 폭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

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NI-MW HTS magnet)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

하였다.

3.3 이중 두께 (Dual-Thickness) 기법

본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 (Dual-Thickness, DT)은

REBCO 초전도선재의 두께에 대해 두 가지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전류밀

도를 조절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을 고온초전도 자석에 적용할 경우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

질 수 있다. 그림 3.7은 이중 두께 기법이 고온초전도 자석의 끝단인 외측

에 적용될 경우와 자석 중심부인 내측에 적용될 경우에 대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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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이중 두께 기법의 개념도와 위치에 따른 효과. 자석의 외측

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할 경우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내측에 적용할 경우 중심부 자기장 균일

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Fig. 3.7. Concept drawing and effects of DT methodology. When

the double-thickness technique is applied to the outside of the

magnet, the critical current of the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magnet is greatly affected, and when the

double-thickness technique is applied to the inside, it affects

the uniformity of the central magnetic field.

코일의 양 끝단인 외측에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될 경우 고온초전도 자

석의 임계전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다중 폭 기법의 주 목적인 고

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높이는 효과와 중복되어, 더 높은 중심 자기

장을 달성 할 수 있다. 반면, 코일의 중심부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할 경

우,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보다는 자기장 균일도를 상승시키는 효과

가 나타난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는 양 끝단의 DP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임계전류는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중심부의 전류밀도를 최적화하

여 자기장 균일도를 상승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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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외측 이중 두께: 임계전류

제 2 장에서 상기하였듯,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은 그 소재의 자기장

의 각도 의존적 임계전류 특성으로 인해, 솔레노이드 자석의 양 끝단(위/

아래)에서 전체 초전도 자석의 최소 임계전류가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 절에서 살펴본 다중 폭 기법이 적용된 26.4 T 고온초전도 자석을

단일 폭으로 구성하였을 때와 성능비교를 하여, 다중 폭 기법이 고온초전

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상승시켜 중심자기장을 더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하

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다중 폭 기법이 적용된 26.4 T 고온초전도 자

석에 외측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여, 단일 두께와 비교하였다. 그림 3.6

(a)의 다중 폭 설계에서 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 분포는 그림 3.8 (a)와 같

다. 해당 설계는 모든 DP 코일의 선재 두께를 150 μm로 사용한 단일 두께

(Single-Thciness, ST) 기법이었으며, 4 mm 폭의 DP 끝단에서 242 A의

임계전류가 나타나 자석 전체의 임계전류가 결정된다. 반면 5∼8 mm 폭

의 DP에서는 그보다 큰 임계전류를 가진다. 이중 두께 기법의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한 예시로서, 6 mm 선재를 사용한 2개의 DP 코일의 선재 두께

를 120 μm로 변경하였을 경우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 분포를 그림

3.8 (b)에 나타내었다. 6 mm 선재의 두께만을 변경하였지만,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는 242 A에서 255 A로 13 A (5.3%) 증가하였으며, 임계

전류에서의 중심자기장은 26.4 T에서 28.6 T로 2.2 T (8.3%)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중 두께 기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계안이지만, 중심 자기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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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외측 이중 두께 기법의 특성. 26.4 T 고온초전도 자석의 외

측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단일 두께 기법과의 임계

전류와 중심자기장 비교. (a) 단일 두께 구성으로 모든 DP 코일

은 150 μm 의 선재로 구성됨. (b) 이중 두께 구성으로 6 mm DP

코일만 120 μm의 선재, 그 외의 DP 코일은 150 μm 의 선재로

구성됨.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할 경우, 임계전류는 5.3% 증가하

고 중심자기장은 8.3% 증가함.

Fig. 3.8. Characteristics of the outer DT technique. Comparison of

critical current and magnetic field at center with ST technique

when DT technique is applied to the outside of 26.4 T HTS

magnet. (a) is a single-thickness configuration, all DP coils are

made of 150 μm wire, (b) is a double-thickness configuration,

with only a 6 mm DP coil having a 120 μm wire rod, and all

other DP coils using a 150 μm wire rod. When the DT

technique is applied, the critical current increases by 5.3% and

the magnetic field at center increases by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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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내측 이중 두께: 자기장 균일도

코일의 중앙부인 내측에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될 경우 코일의 임계전류

보다는 자기장 균일도를 상승시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는 핵자

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시스템이나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매우 균일한

자기장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치(notch) 구조와 유사한 원리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학교, 군산대학교, (주)서

남에서 개발한 400 MHz NMR HTS magnet에서 노치 구조의 특징을 볼

수 있다 [135]. 해당 자석의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s Method, FEM)

해석 결과를 그림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치 구조는 자석의 중심부에

있는 일부 턴들을 제거하여 중심 부분의 자기장 균일도를 상승시킨다. 하

지만 중심자기장의 세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부 턴들이 제거되었

기 때문에, 동일한 세기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온초전도 선재가 필요

하다. 반면, 본 연구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은 중심부의

전류밀도를 낮추어 자기장 균일도를 상승시킨다. 노치 구조와 동일하게 중

심자기장을 낮추는 단점 역시 이중 두께 기법에도 나타나지만, 낮아진 전

류밀도에 의해 고온초전도 선재에 인가되는 자기장이 줄어들어 고온초전

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높이는 효과 역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이중 두께 기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큰 이점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a)와 동일한 자석에서 중심부 4개의 DP 코일에 175 μm의 이

중 두께를 적용한 자석을 그림 3.10 (b)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임계전류는

242 A에서 267 A로 25 A (5.4%) 증가하였고, 중심자기장은 26.4 T에서

26.1 T로 0.3 T (-1.0%) 감소하였다. 이는 자석의 중심부 DP에 기존 150

μm보다 두꺼운 175 μm를 사용하여, 단위 전류 당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

졌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3.11은 axial축 위에서의 자기장 균일도를 나타

내었다. 중심 자기장 대비 99%의 균일도를 가지는 공간상 길이는 S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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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경우 16 mm, DT 자석의 경우 30 mm로 늘어났고, 90%의 균일도에

대해서는 ST 자석의 경우 49 mm, DT 자석의 경우 58 mm로 늘어났다.

그림 3.9. 400 MHz NMR 고온초전도 자석. 해당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NMR 시스템 용으로 개발하였으며, 노치 구조를 통해 높

은 자기장 균일도를 달성함. 노치 구조는 자석의 중심부 일부 턴

들이 제거되어 자기장 균일도를 높이는 기술임.

Fig. 3.9. The REBCO magnet for 400 MHz NMR. The NI HTS

magnet was developed for the NMR system and achieved high

magnetic field uniformity through the notch structure. The

notch structure is a technique to increase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by removing turns in the center of the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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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내측 이중 두께 기법의 특성. 26.4 T 고온초전도 자석의

내측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단일 두께 기법과의 임

계전류와 중심자기장 비교. (a) 단일 두께 구성으로 모든 DP 코

일은 150 μm의 선재로 구성됨. (b) 이중 두께 구성으로 4 mm

DP 코일 중 일부는 175 μm의 선재, 그 외의 DP 코일은 150 μm

의 선재로 구성됨. 임계전류가 상승하였으나 중심부의 전류밀도

가 낮아짐에 따라 중심 자기장이 1.1% 감소함.

Fig. 3.10. Characteristics of the inner double thickness technique.

Comparison of critical current and magnetic field at center

with ST technique when DT technique is applied to the inside

of 26.4 T HTS magnet. (a) In a single-thickness configuration,

all DP coils consist of 150 μm wire rods. (b) With a double

thickness configuration, some of the 4 mm DP coils are

composed of 175 μm wire rods, and other DP coils are

composed of 150 μm wire rods. Although the critical current

increased, the central magnetic field decreased by 1.1% as the

current density at the center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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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내측 이중 두께가 적용된 경우 자기장 균일도. x축은 자석

의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이고, y축은 각 자석의 중심자기장으로

정규화된(Normalized) 자기장 크기임. 중심 자기장 대비 99%의

균일도 범위가 ST 16 mm에서 DT 30 mm로 크게 늘어났고,

90%의 균일도 범위는 ST 49 mm에서 DT 58 mm로 증가함.

Fig. 3.11. Magnetic field homogeneity when inner DT is applied.

The x-axis is the axial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magnet, and the y-axis is the normalized magnetic field to the

magnetic field at center of each magnet. The homogeneity

range of 99% with respect to the magnetic field at center was

greatly increased from ST 16 mm to DT 30 mm, and the

homogeneity range of 90% increased from 49 mm ST to 58

mm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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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중 두께 기법의 적용

이중 두께 기법을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에 적용할 경우, 설계 변수로

고려할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는 그 두께를 가지는 선재의 원활한 공급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고자기장 고온초전도 자석에 사용하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는 얇아질수록 전류밀도가 상승하여 유리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양산하는 고온초전도 두께인 135 μm 두께의 고온초

전도 선재와 공급 가능한 선재 중 가장 얇은 두께인 120 μm 두께를 사용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중 두께 기법을 고온초전도 자석의 양 끝단

에 적용할 경우와 중심부에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달라, 세부 단계를 나

누어 이중 두께 고온초전도 설계를 진행하였다. 내측과 외측의 기준은 4

mm 선재로 권선된 DP 코일과 다중 폭 (5∼8 mm) 고온초전도 선재로 권

선된 DP 코일로 나누었다. 먼저, 다중 폭 고온초전도 선재의 DP 코일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여, 임계전류가 향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행하

였다. 4 mm 폭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DP 코일에 대한 이중 두께 기법은

성능 지수를 도입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는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

안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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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

본 장은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액시온(Axion) 입자 검출용 실험 장비에

필요한 고자기장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설계에 앞

서 설계 변수, 구속 조건, 설계 목표를 기술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다중

폭 기법을 적용한 1단계 설계안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설계

안이 완료된 이후, 이중 두께 기법에 대해 성능 지수를 도입하여 단일 두

께 기법과 비교하여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였다.

4.1 설계 조건과 목표

4.1.1 설계 변수

고온초전도 자석의 주요 설계 변수는 표 4.1과 같다. 18 T 70 mm 고온

초전도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4 mm DP 개수 가 최대 30 개면 충분

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반면, 4 mm를 제외한 다중 폭(MW, 5∼8 mm)의

DP 개수 는 2, 4, 6개로 정하고, 4 mm 폭의 DP 코일의 높이는 는

9∼11 mm로 정하였다. 선재의 폭은 실제적으로 4∼4.1 mm의 폭을 가지

며, 이에 따라 선재가 권선되는 보빈의 높이는 4.1 mm 로 맞추어 제작된

다. 하나의 코일에는 4.1 mm 폭의 선재가 2번 들어가므로, 남은 높이는 그

사이의 팬케이크 절연을 위한 절연층의 두께이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는 120 μm와 135 μm를 고려하였다. 이는 선재를 판매하는 메이커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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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재인 120 μm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135 μm의

두께를 사용하였다. 또 다른 설계 변수는 팬케이크 당 제한조건으로 팬케

이크 당 턴수는 500턴 이내 설정하였는데, 이는 턴수가 500 턴을 넘어설

경우 팬케이크 제작 시 코일 쏠림 현상 등으로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

기 때문이다 [136].

표 4.1.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 변수와 그 범위

Table 4.1. Design parameters and the range of an REBCO magnet

설계 변수 [단위] Values

4 mm 폭의 DP 개수,  16 ∼ 30

5∼8 mm 폭의 DP 개수,  2 ∼ 6

4 mm 폭의 DP 코일의 높이,  [mm] 9 ∼ 11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μm] 120 or 135

4.1.2 설계 구속 조건

구속 조건으로 제 2 장에서 살펴본 선재와 자석의 특성 값들인 표 2.1(27

페이지), 그림 2.11(32 페이지), 표 2.2(36 페이지), 그림 2.22(57 페이지)를

고려하였다. 해당 조건들을 다시 표 4.3에 정리하였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는 식 2.25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그림 2.11을 내삽

(interpolation)하여, 식 4.1과 같이 함수로 만들어 설계에서 구한 자기장의

세기와 각도로 그 값을 구하는 것이다.  , 는 각각 단위 전류 당 자기장

벡터와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이다. 고온초전도 선재를 권선하는 내

경은 캐비티의 크기와 권선을 지지할 보빈(bobbin) 구조물의 두께를 고려

하여 초전도 자석의 ID를 74 mm로 결정하였다. 또 다른 제한조건으로 팬

케이크 당 턴수는 500턴 이내 설정하였는데, 이는 턴수가 500 턴을 넘어설

경우 팬케이크 제작 시 코일 쏠림 현상 등으로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

기 때문이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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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표 4.2. REBCO 고온초전도 자석 설계의 구속 조건

Table 4.2. Constraints of REBCO superconducting magnet design

구속 조건 [단위] Values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 [A/mm] > 200/4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 [mm] 4; 5; 6; 7; 8

의 유효 영률 [GPa] 156

, 의 유효 영률 [GPa] 168

4 K에서 자기장에 따른 임계전류 그림 2.11 참조

응력 변형률 한계,  [%] 0.4

팬케이크 코일 당 턴수, 

(120 μm 두께 기준)
500 이하

4.1.3 설계 목표

제 1 장의 그림 1.1에서 살펴본 설계 조건에서, 고온초전도 자석의 중심

에서의 자기장은 18 T이며, 직경 70 mm 길이 200 mm의 캐비티 공간 내

의 최소 자기장의 세기는 16.2 T이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는 마진을 추가하였다. 과거 개발한 26.4 T 25mm

HTS magnet의 axial 축의 자기장 분포도 조사 결과 설계와 결과물의 차

이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검은색 선은 설계에 따른 자기장 분포, 파란

색 점은 측정치이고, 붉은색 바 그래프는 오차를 나타내었다. 자기장의 설

계와 실측의 오차는 -1.4 ∼ 2.2%정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

발하고자 하는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최소 자기장을 기존 16.2

T에서 마진(margin) 2% 추가하여 중심자기장의 92%인 16.6 T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종 설계 목표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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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6.4 T 고온초전도 자석의 자기장 분포. x축은 자석의 중심

으로 부터의 거리이고, y축은 각 자석의 중심자기장으로 정규화

된(Normalized) 자기장 크기임. 설계값(파란색 원)과 측정값(검은

실선)의 오차는 최대 2%임. 따라서 설계하고자 하는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최소 자기장은 중심자기장의 90%에서

92%로 높여 설계를 진행함.

Fig. 4.1. 26.4 T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magnets. The x-axis is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magnet, and the y-axis is the magnetic field

magnitude normalized to the central magnetic field of each

magnet. The error between the design value and the measured

value is up to 2.2%. Therefore, the minimum magnetic field of

the 18 T 70 mm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magnet to

be designed was increased from 90% to 92% of the central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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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REBCO 고온초전도 자석 설계 목표

Table 4.3. Constraints of REBCO superconducting magnet design

설계 목표 [단위] Values

중심자기장 () [T] 18

운전 마진 () [%] ≧ 7.5

자기장 균일도 () [%] ≧ 92

설계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개발 비용의 측면에서 최

소화 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운전 마진

과 자기장 균일도 이다. 운전 마진 는 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초

전도 응용기기의 안정적은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 중심자기장 를 달성

하기 위한 운전 전류 와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 전류 의 차이에 대한

비로, 식 4.2와 같고, 여기서 운전 전류 는 식 4.3과 같이 중심자기장 

와 설계안의 단위 전류 당 중심자기장 의 비율이다. 따라서 운전 마진

은 임계 전류에 대한 운전 전류의 마진으로 정의되며, REBCO 특성과

제작과정에서의 마진을 포함하여 최소 7.5% 이상으로 조건으로 정하였다.

 

 
≧  (4.2)

where     (4.3)

MRI나 NMR과 같은 높은 균일도의 초전도 자석의 개발에서는 에서 중

요하여, 내부 공간에서의 자기장 분포를 조화해석(harmonic analysis)을

통해 자기장 균일도를 중심 자기장 대비 1 ppm 수준으로 최적화한다. 그

러나 개발하고자 하는 고온초전도 자석은 내부의 캐비티를 통해, 액시온에

서 변환된 포톤을 검출하고, 이에 캐비티 내부의 공간에 92% 이상의 균일

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본 고온초전도 자석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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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도 설계에서 조화해석을 통한 성분별 분석은 적절치 않고, 중심자기장

에 대비하여 최소의 자기장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방법이 오히려 타당하다.

액시온은 축 방향의 자기장과 반응하여 2개의 포톤으로 변환된다. 이에

자기장 균일도 는 축 방향 자기장  성분에 대하여, 식 4.4과 같이 중

심자기장 와 캐비티 내의 최소 자기장 min의 차이에 대한 비로

정의된다. Axion haloscope 실험에서 필요한 최소 균일도는 90%이나, 자

석의 제작과정에서 오차 2%를 마진으로 두어서, 최소 92%가 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min
≧  (4.4)

4.2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 순서도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는 설계 변수에 대해 파라미터 탐색법

(parametric sweep)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4.2는 설계의 순서도를 나타

내었다. 설계는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 폭 기법을

적용하여 최소의 개발비용으로 설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형상을 선정한

뒤에, 2단계에서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여 1단계의 형상을 발전시켜 나

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1단계 설계에서는 다중 폭 기법을 적용하여 목표하는 중심자기장과 자

기장 균일도를 달성하는 최적 형상을 탐색한다. 이때,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는 120 μm로 진행한다. 팬케이크 당 턴수는 경사 하강법을 바탕으로

7.5%의 운전마진을 가지도록 턴수를 최적화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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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상의 다중 폭이 적용된 1단계 설계안을 선정한다.

2단계 설계는 1단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한

다. 이 경우 총 244=1.8×1013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 이에 3.3절에서 밝힌,

이중 두께 기법의 적용 범위에 따른 효과가 외측과 내측에서 다른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설계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외측에 이

중 두께를 적용할 경우, 자석의 임계전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5∼8

mm 폭의 고온초전도 선재로 권선된 DP 코일들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운전 마진을 최대화하였다(순서도 E 단계). 이후 4 mm 폭의 고온초전도

선재로 권선된 DP 코일들에 다시 한 번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

지수가 최대가 되는 최적 형상을 선정하였다(순서도 G 단계).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중 폭 기법과 이중 두께 기법이 모두 적용된 최적 형상의 2차

설계안을 선정하여 설계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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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다중 폭 기법과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고온초전도 자석

의 설계 순서도.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에서 다중 폭

기법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한다.

Fig. 4.2. Design flow chart of a RECBCO magnet with

multi-width and dual-thickness techniques. It mainly proceeds

in two steps, and the MW technique is applied in the first

step and the DT technique is applied in the seco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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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를 시작한다.

B. 표 4.2의 구속조건을 입력한다.

C. 1단계 설계인 다중 폭 기법에 대한 파라미터 탐색법을 수행하며, 세

부적으로 C1∼C5까지 진행된다.

C1. 다중 폭 기법의 설계 변수들을 설정하여, 하나의 파라미터 세트

( , , )를 설정한다. 이때,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는

120 μm로 설정한다.

C2.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여, C1에서 설정된 ( , , )에

대해, 운전 마진을 만족하며 18 T의 중심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최적의

턴수 를 찾는다.

C2a. 초기 턴수를 입력한다. 팬케이크 당 100 턴을 초기값으로 설정

하였다.

C2b. ( ,  , )와 턴수 최적화 과정에서 산출한 턴수

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다.

C2c.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 ,  계산한다.

C2d. 가 7.5%이면 턴수 최적화 과정인 C2를 종료하고 C3로 넘

어간다. 7.5%가 아닐 경우 C2e를 통해 턴수를 조절하고 턴수 최적화를

계속 진행한다.

C2e. 직전에 진행된 턴수와 운전 마진과 이번에 진행된 턴수와 운전

마진의 기울기를 토대로 운전마진이 7.5%가 되는 턴수를 계산하고, 이

를 설계변수로 하여 C2b∼C2d를 진행한다

C3. 턴수 최적화가 완료되면, 자기장에 의한 응력해석을 수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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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해석결과들을 저장한다.

C5∼C6. 파라미터 탐색법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파라미터 세트

( , , )에 대하여 C1∼C4를 반복한다.

D. C4에서 저장된 해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중 폭 기법의 최적형상을 1

단계 설계안으로 선정한다.

E. 1단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외측인 다중 폭 DP 코일에 135 μm 두께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추가 적용하는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한다.

E1. 135 μm를 적용할 다중 폭의 DP 코일을 설정한다.

E2. 설정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과 응력해석을 진행한다.

E3. 해석 결과를 저장한다.

E4∼E5. 파라미터 탐색법이 종료될 때까지, E1∼E3를 반복한다.

F. E3에서 저장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형상을 2-1단계 설계안으

로 선정한다.

G. 2-1단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측인 4 mm 폭의 DP 코일에 135 μm

두께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추가 적용하는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한다.

G1. 135 μm를 적용할 4 mm 폭의 DP 코일을 설정한다.

G2. 설정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과 응력해석을 진행한다.

G3. 해석 결과를 저장한다.

G4∼G5. 파라미터 탐색법이 종료될 때까지, G1∼G3를 반복한다.

H. G3에서 저장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형상을 2단계 설계안으로

선정하고 설계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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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단계 설계안: 다중 폭 기법

설계는 표 4.1의 , , 에 대하여 1차 파라미터 탐색법을 진행

하였으며, 각각의 파라미터 세트에서 운전 마진 가 7.5% 이상이 되도

록 팬케이크 당 턴수 을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여 최적화 하였다. 해의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 탐색법이 종료되면, 개발 비용이 최소화 되는 형상

으로 1차 설계안을 결정하였다.

초전도 자석의 개발 비용 에는 초전도 선재의 길이, DP 코일의 개수,

인덕턴스 가 주요하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길이 당 비용은 폭에 비례하

기 때문에, 전체 사용된 고온초전도 선재의 길이를 4 mm 폭으로 환산한

길이이다. 인덕턴스는 초전도 자석에 인가되는 전원 공급 장치(power

supply)의 비용에 영향을 준다. 1 H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선재 1 km는 25배, DP 코일 1개는 5배의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개발 비용 는 식 (4.5)와 같다. ,  , 는 각각 1 km, 1 개, 1 H를

단위로 하는 변수이다.

       (4.5)

1차 파라미터 탐색법을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그림 4.3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4.4의 설계 목표를 만족하며 개발 비용 이 가장 낮은 설계안

을 선택하였고, 해당 설계안의 상세 사양은 표 4.4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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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차 파라미터 탐색법 결과. x 축은 자기장의 균일도 이

고, y축은 개발 비용 임. 각 점은 하나의 자석 설계 파라미터

셋(set)을 나타내며, 경사 하강법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18 T를 달성하는 최적의 턴수를 구함. 개당 DP 코일의 높이 

에 따라 심벌(symbol)의 색과 모양을 구분했는데, 의 높이가

낮을수록 개발 비용은 줄어듦. 1단계 설계안은 자기장 균일도가

92%가 넘고 최소의 개발 비용이 되는 안으로 선정함.

Fig. 4.3. Results of the first parametric sweep. The x-axis is the

uniformity of the magnetic field , the y-axis is the

development cost . Each point represents one magnet design,

and includes the process of finding the optimal number of

turns to achieve 18 T through the optimization process using

gradient descent. The color and shape of the symbol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height of one DP coil. The lower

the height of each DP coil, the lower the development cost.

The first stage design was selected as the one with over 92%

of field homogeneity and the minimum develop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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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1단계 설계안

Table 4.4. 1st step of design for an REBCO magnet

사양 파라미터
1단계 설계안

M4 M5 M6 M7 M8

형상 파라미터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 [mm] 4 5 6 7 8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mm] 0.12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
[A] 200 250 300 350 400

보어 직경; 자석의 높이 [mm] 70; 476

권선 내경; 외경 [mm] 74; 161.2

폭 별 DP 코일의 개수 28 4 4 4 4

총 DP 코일의 개수 44

팬케이크 당 권선 수 363

DP 코일 당 선재의 길이 [m] 268

총 선재 길이 () [km] 14.7

운전 파라미터

자기장 균일도 () [%] 92.4

운전 전류 () [A] 187

임계 전류 () [A] 201

운전 마진 () [%] 7.5

인덕턴스 () [H] 20.7

DP 등가 저항 ()
*

[mΩ] 0.47 0.41 0.34 0.29 0.26

등가 저항 ()
*

[mΩ] 18.5

자기적 후프 응력 [MPa] 277

자기적 후프 변형률 [%] 0.2
* 등가 접촉 저항  = 10 μ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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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은 총 44개의 DP 코일과 팬케이크 당 363턴으로 구성된다. 4 mm

폭으로 환산한 고온초전도 선재의 길이 는 14.7 km이며, DP 코일

은 268 m의 선재로 권선된다. 자기장 균일도는 92.4%이며, 운전 마진은

7.5%, 인덕턴스는 20.7 H로 계산되었다. 자기장에 의한 최대 응력은 277

MPa로 0.2 %의 변형률이 나타난다. 설계안의 FEM 해석 결과를 그림 4.3

에 표기하였으며, 초전도 선재에 인가되는 자기장의 크기와 각도 그리고

식 4.1을 사용하여 구한 임계전류를 나타내었다. 1단계 설계안의 임계전류

는 201 A로 4 mm 폭의 DP의 끝단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1단계 설계안의 고온초전도 자석에 인가되는 자기장과 임계

전류. (a) 자기장의 세기, (b) 자기장의 각도, (a) 임계전류를 나타

냄. 유한요소법을 통해 자기장의 세기와 각도를 구하고, 자석의

임계전류를 식 4.1을 사용하여 계산함. 1단계 설계안의 임계전류

는 4 mm 폭의 DP 끝단에서 201 A로 나타남.

Fig. 4.4. The magnetic field and critical current of the first stage

design magnet. (a) Magnetic field strength, (b) magnetic field

angle, and (a) critical current. Using the strength and angle of

the magnetic field, the critical current of the magnet was

calculated using Equation 4.1. The critical current of the first

stage design was 201 A at the top of the 4 mm wide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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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단계 설계안: 이중 두께 기법

1단계 설계를 바탕으로 이중 두께를 도입하여 2단계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중 두께는 3.3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온초전도 자석의 외측

과 내측에 적용할 때,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2단계 설계 또한 외측에

적용하였을 때와 내측에 적용하였을 때를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특히, 1단

계 설계안은 다중 폭 선재로 구성된 고온초전도 자석이므로, 외측의 적용

은 다중 폭 (5∼8 mm)의 DP 코일들에 적용하고 내측의 경우에는 4 mm

폭의 DP 코일들에 적용하였다.

4.4.1 이중 두께 기법의 자석 외측 적용

다중 폭 DP 코일은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온초전도 선재는 자기장 이방성 특성을 가

지고 있는데, 선재의 폭에 평행한 자기장에는 임계전류 감소가 작고, 두께

에 평행한 자기장에는 임계전류가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많

은 경우 자석의 가장 위와 아래의 고온초전도 선재에서 임계 전류가 나타

난다. 그림 4.3 (c)의 임계전류의 계산 결과, 4 mm DP의 가장 끝단에서 임

계전류가 결정되고, 다중 폭(5∼8 mm) DP는 더 높은 임계전류를 형성한

다. 이런 경우 다중 폭 DP들의 전류 밀도가 줄일 경우, 4 mm DP의 끝단

에 인가되는 수직자기장 성분이 더 강해짐에 따라 자석의 임계전류가 감

소한다. 따라서, 다중 폭 DP에 더 두꺼운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할 경우

임계전류가 낮아질 수 있어, 더 두꺼운 선재로 이중 두께 기법을 외측 자

석에 적용할 경우 임계전류 감소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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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1단계 설계안에서 다중 폭 DP 코일에 두꺼운 고온초전도 선재

를 사용하였을 때, 이중 두께 기법의 설계 변수를 나타내었다. 다중 폭 DP

코일은 4 종류이며, 24=16의 경우의 수가 있고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한요

소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주요 설계변수를 표 4.5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MW에 두꺼운 선재를 썼을 경우, 운전 마진은 낮아지고 자

기장 균일도도 나빠진다. 이는 3.3절에서는 두꺼운 선재를 바탕으로 얇은

선재를 사용 하였지만, 본 연구개발에서는 얇은 선재를 바탕으로 두꺼운

선재를 적용하여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심에서 가장 먼 8 mm 폭의 DP 코일에만 135 μm의 두꺼운 고온초전

도 선재를 사용하고 5∼7 mm 폭의 DP 코일은 120 μm를 사용할 경우 큰

성능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우 1단계 설계안과 비교하여 운전 마

진은 0.3%p, 자기장 균일도는 0.1%p 감소하였다. 이 설계안을 바탕으로 하

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내측 DP 코일인 4 mm 폭의 DP 코일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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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다중 폭 DP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한 결과

Table 4.5. Results for DT technique on MW DP coils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μm] 전체

길이

[km]

운전

마진

[%]

자기장

균일도

[%]

비고4mm

DP

5mm

DP

6mm

DP

7mm

DP

8mm

DP

120 120 120 120 120 14.5 9.0 7.6 설계안1

120 135 120 120 120 14.3 4.7 8.5

120 120 135 120 120 14.3 7.2 8.1

120 135 135 120 120 14.2 3.2 8.9

120 120 120 135 120 14.3 8.3 7.8

120 135 120 135 120 14.1 4.1 8.7

120 120 135 135 120 14.1 6.6 8.3

120 135 135 135 120 13.9 2.6 9.1

120 120 120 120 135 14.2 8.7 7.7 설계안2-1

120 135 120 120 135 14.1 4.4 8.5

120 120 135 120 135 14.1 6.9 8.2

120 135 135 120 135 13.9 2.9 9.0

120 120 120 135 135 14.0 7.6 7.9

120 135 120 135 135 13.9 3.8 8.8

120 120 135 135 135 13.9 6.3 8.4

120 135 135 135 135 13.7 2.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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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이중 두께 기법의 자석 내측 적용

4 mm 폭의 DP 코일은 28 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코일들에 이중 두

께 기법을 적용한 추가 설계를 진행하였다. 타당한 설계안을 선택하기 위

하여 설계 목표 변수를 바탕으로 성능 지수(Performance Index, ) 개념

을 도입하였다. 는 설계 목표 변수인 운전 마진 , 자기장 균일도 

와, 개발 비용 을 사용하여 식 4.6으로 정의된다. 개발 비용은 줄어들수

록 성능 지수 가 상승한다. 각 변수의 기준 값은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

되지 않은 1단계 설계안의 변수 값을 채용하여 성능 지수    

이 되도록 하였다.

       

 
∙ (4.6)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 파라미터 탐색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붉은 사각형은 계산된 점들이고 그 중에 검은 별을

2단계 설계안으로 선정하였다. 일부의 계산된 점들은 성능 지수 가 2단

계 설계안 보다 더 높았지만, 자기장 균일도가 1단계 설계안의 92.5%보다

낮아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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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차 파라미터 탐색법 결과. x축은 자기장 균일도 이고,

y축은 성능 지수 임. 각 붉은 사각형은 하나의 자석 설계 파라

미터 셋을 나타냄. 점선은 1단계 설계안의 자기장 균일도 로

92.5% 선임. 이보다 낮은 자기장 균일도를 가지는 설계안은 제외

되었으며, 그보다 균일도가 좋은 설계안 중 성능 지수가 가장 높

은 설계안을 2차 설계안으로 선정함.

Fig. 4.5. Results of 2nd parametric sweep. The x-axis is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and the y-axis is the figure of

merit. Each red square represents one set of magnet design

parameters. The dotted line is the line with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of 92.5%, which is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of

the first-stage design. Designs with lower magnetic field

uniformity were excluded, and the design with the highest

figure of merit among designs with better uniformity was

selected as the seconda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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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설계안의 세부적인 사양은 표 4.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M"은 동

일한 형상 구조를 가지는 DP의 모듈(module), “숫자”는 권선된 선재의 폭,

“T” / “N”은 Thick(135 μm) / thiN(120 μm)를 나타낸다. M4T에 해당하

는 DP 코일의 수는 18 개, M4N은 10 개, M5N, M6N, M7N, M8T는 각각

4 개의 DP 코일이 필요하며, 각각의 싱글팬케이크(single pancake, SP) 코

일은 135 μm의 선재 두께의 경우 323턴, 120 μm의 경우는 363턴이 권선된

다. 하나의 DP 코일은 연속된 고온초전도 선재가 필요하며, 그 길이는 239

m (135 μm의 경우)와 268 m (120 μm의 경우) 이다. 이에 4 mm 폭으로

환산한 총 고온초전도 선재의 길이는 는 13.7 km로 1단계 설계안

에 비해 1 km가 줄어들었다. 운전 전류 201 A에서 중심 자기장은 18 T에

도달하며, 운전 마진은 12.4%로 1단계 설계안에 비해 4.9%p 증가하였다.

자기장 균일도는 1단계의 92.4%에서 93.4%로 1%p 증가하였다.

자기장에 의한 응력은 282 MPa이 나타나는데, 특이할 점은 그림 4.6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DP24에서 나타

나지 않고, DP20에서 peak stress가 나타났다. 이는 DP24는 135 μm 선재

를 사용하여 전류밀도가 낮은 반면, DP20은 120 μm 선재를 사용하여 전

류밀도가 높아 DP20에서 peak stress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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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2단계 설계안

Table 4.6. 2nd step of design for an REBCO magnet

사양 파라미터
2단계 설계안

M4T M4N M5N M6N M7N M8T

형상 파라미터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 [mm] 4 4 5 6 7 8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μm] 135 120 120 120 120 135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
[A] 200 200 250 300 350 400

보어 직경; 자석의 높이 [mm] 70; 476

권선 내경; 외경 [mm] 74; 162.1

폭 별 DP 코일의 개수 18 10 4 4 4 4

총 DP 코일의 개수 44

팬케이크 당 권선 수 323 363 363 363 363 323

DP 코일 당 선재의 길이 [m] 239 268 268 268 268 239

총 선재 길이 () [km] 13.7

운전 파라미터

자기장 균일도 () [%] 93.4

운전 전류 () [A] 201

임계 전류 () [A] 226

운전 마진 () [%] 12.4

인덕턴스 () [H] 19.2

DP 등가 저항 ()
*

[mΩ] 0.46 0.47 0.41 0.34 0.29 0.23

등가 저항 ()
*

[mΩ] 18.1

자기적 후프 응력 () [MPa] 282 at DP20

자기적 후프 변형률 () [%] 0.2 at DP20

* 등가 접촉 저항  = 10 μΩ․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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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P#20과 DP#22에서의 자기장에 의한 응력 곡선. x축은 중

심으로 부터의 거리, y축은 자기장에 의한 DP#22 코일(파란색)과

DP#20 코일(빨간색)에서 발생하는 응력 곡선. 단일 두께로 구성

된 고온초전도 자석은 중앙 DP 코일인 DP#22 코일에서 가장 강

한 응력이 발생하지만,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자석은 120μm

두께의 선재를 사용한 DP#20 코일의 전류 밀도가 135μm 두께의

DP#22 코일의 전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더 강한 응력이 발생

함.

Fig. 4.6. Magnetic hoop stress in DP#20 and DP#22. Blue and red

are the stress curves generated in the DP#22 and DP#20,

respectively. A magnet wound by HTS tape with a single

thickness will generate the peak stress in the central DP,

which is DP#22 coil. On the other hand, the magnet in the

second step design generated the peak stress in the DP#20.

This is because the current density of the DP#20 coil wound

with the 120μm thick HTS tape is higher than that of the 135

μm thick DP#22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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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설계안의 성능 비교 검증: 단일 두께 설계와의 비

교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함으로서, 자기장 균일도와 운전 마진 2가지 성능

파라미터의 향상이 나타났다. 단일 두께 설계안과 이중 두께 설계안의 유

한요소해석 결과를 표 4.7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왼쪽 그림 (a)는 단일

두께 설계안이고, 오른쪽 그림 (b)는 이중 두께 설계안이다. 이중 두께 설

계안에서 M4N 모듈의 DP 코일들은 M4T모듈의 DP 코일 사이사이에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 자기장 의 90% 라인은 중심에서 가장

낮아지며, 단일 두께 설계안의 경우 110 mm이고 이중 두께 설계안의 경우

116 mm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장 균일도 는 92.4%에서 93.4%로

더 균일한 자기장을 cavity내에 생성한다. 또한 운전 마진 은 7.5%에서

12.4%로 증가한 반면, 개발 비용 은 603에서 582로 3.6% 감소하였다. 이

에 단일 두께 설계안 대비 이중 두께 설계안은 성능 지수 가 9.5% 상승

하며, 이중 두께 기법의 성능 상승을 확인하였다.

표 4.7. 단일 / 이중 두께 설계안의 주요 변수 비교

Table 4.7. Comparison of key parameters of ST and DT design

변수 Unit 단일 두께 이중 두께 차이

자기장 균일도 () [%] 92.4 93.4 1.0%p

운전 마진 () [%] 7.5 12.4 4.9%p

개발 비용 () - 603 582 -3.6%

성능 지수 () [%] 0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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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a) 단일 두께와 (b) 이중 두께 설계안의 비교. ST 설계는

모두 120 μm로 권선되어 187 A에서 18 T의 중심자기장을 달성

하지만, 이중 두께 설계는 일부의 DP 코일이 135 μm로 권선됨으

로서 201 A에서 18 T에 도달함. 그러나 임계 전류가 201 A에서

226 A로 상승함으로서, 운전 마진 은 4.9%p 증가하고, 자기장

균일도 는 1.0%p 증가함. 특히 중심자기장 대비 99%의 자기장

이 발생하는 공간이 44 mm에서 62 mm 로 41% 증가하여, 더 균

일한 자기장을 발생시킴.

Fig. 4.7. Comparison of ST/DT designs. The ST design is all

wound at 120 μm to achieve a central magnetic field of 18 T

at 187 A, but the DT design reaches 18 T at 201 A as some

of the DP coils are wound at 135 μm. However, as the critical

current increased from 201 A to 226 A, the operating margin

increased by 4.9%p. The field homogeneity increased by 1.0%p.

In particular, the space where 99% of field homogeneity is

increased by 41% from 44 mm (ST) to 62 mm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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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 설계안의 특성 분

석

4.6.1 무절연 특성과 발열

초전도 자석의 손실(발열)은 크게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직류 손실(DC

loss)과 전류의 변화에 의한 교류 손실(AC loss)로 나눌 수 있다. 직류 발

열의 경우 초전도 자석 내에 존재하는 전기 저항에 의한 발열로써, 크게

전류 인입선의 저항과 조인트(joint)라고 부르는 초전도-초전도 접합간의

저항으로 구분된다. 조인트의 자세한 내용은 5.2.1절에 서술하였으며, 크게

하나의 DP를 권선하기 위해 짧은 고온초전도 선재를 연장하는 랩 조인트

(Lap joint)와 DP-DP간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스플라이스 조인트(splice

joint)로 구분된다. 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하나의 DP 코일에는 239

∼268 m의 고온초전도 선재가 필요하지만, 고온초전도 선재의 평균 생산

길이는 100 m 내외로 하나의 DP 코일에는 평균 2개의 랩 조인트가 포함

된다. 따라서 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에는 총 88개의 랩 조인트가 포함되

고, 스플라이스 조인트는 총 45개가 된다. 이러한 조인트는 고온초전도 선

재의 생산 공정 LOT 특성과 제작 과정의 오차가 포함되어 하나의 값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에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 시에는 저항 기준을 만

들어 고온초전도 자석의 저항을 예측하고 직류 손실을 계산한다. 랩 조인

트의 경우 100 nΩ, 스플라이스 조인트의 경우 200 nΩ으로 설정하였다. 따

라서 전체 조인트 저항은 최대 18 μΩ이다.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성의 교류

손실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회전류 에 의한 발열 에 대한 식 3.11이다

(3.1.2절). 충전 중의 발열량은  ≪   인 경우에    으로 수렴한다.

그림 4.9는 전류 충전 속도 에 따른 전류와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충전 중

에는 우회 전류에 의한 교류 손실이 지배적이며, 운전 전류에 도달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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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줄어든다. 최종적으로는 조인트에 의한 직류 손실만 남게 되며, 그

값은 0.7 W이다.

그림 4.8. 충전 속도에 따른 초전도 자석의 발열량 계산. 점선은 전류

(왼쪽 y축), 실선은 자석의 발열량 (오른쪽 y축)이다. 검은색, 빨

간색, 파란색은 각각 충전 속도 0.01, 0.02, 0.05 A/sec의 경우이

다. 발열량은 조인트에 의한 직류 손실과 우회 전류에 의한 교류

손실을 포함하며, 충전 중에는 교류 손실이 지배적이다.

Fig. 4.8. Calculation of calorific value of superconducting magnets

according to charging rate. The dotted line is the current (left

y-axis), and the solid line is the magnet's calorific value

(right y-axis). Black, red, and blue are for charging rates of

0.01, 0.02, and 0.05 A/sec, respectively. The calorific value

includes DC loss due to the joint and AC loss due to bypass

current, and AC loss dominates during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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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운전 안정성

안정성 마진은 2.3.4절에서 다루었듯이, 퀜치가 발생하기 까지 필요한 발

열량이다. 안정성 마진이 낮으면 작은 발열량에도 퀜치가 발생하여, 높은

값에서 높은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의 운전 마진

는 12.4%이고, 식 2.51을 사용하여 전류공유온도 를 구하면 15 K

가 된다. 그림 4.9는 온도에 따른 열용량을 나타내었다. 안정성 마진은 식

2.53과 같이 열용량의 운전온도에서 전류공유온도까지의 적분 값이다. 따

라서 설계된 자석의 안정성 마진은 427 mJ/cm3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저

온초전도 자석의 100배 이상의 값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그림 4.9. 고온초전도 자석의 온도에 따른 부피 당 열용량. 운전온도

에서 전류공유온도 까지의 면적이며, 427 mJ/cm
3
의 운정

성 마진을 가짐.

Fig. 4.9. Heat capacity per volum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of

the HTS magnet. The area from the operating temperature 

to the current sharing temperature  is the stability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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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퀜치 시 온도상승

2.2절과 2.3절, 3.1절에서 논했듯,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 전파

속도는  함수에 의한 온도 상승 시간 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이는 턴

간 절연물질이 없음에 따라 우회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이에 퀜치 시의 자석안정성은 단열(adiabatic) 조건에서 자석의 엔탈피

와 저장된 자기장 에너지를 통해 상승되는 온도를 예측하여, 안정성을 확

인한다.

고온초전도 자석은 크게 고온초전도 선재와 보빈, SP형 전류인입선,

pre-load 부품, 상하 지지판(flange plate)으로 구성되며, 5.1 절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보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내경 70 mm 외경 74 mm에 자석

의 높이와 같은 원통형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 경우 무게는 5 kg 내외이

다. 그 외의 부품들의 무게는 대략 5 kg 이상이다. 즉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체 무게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무게와 10 kg의 구조물로 나누어진다. 설

계안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총 무게는 57 kg이며, 그 중 금속 기판인 스테

인리스 스틸 46 kg과 안정화 층인 구리 11 kg으로 구성되어진다. 따라서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의 무게 는 56 kg이고 구리의

무게 는 11 kg이다. 그림 2.23의 물질별 엔탈피를 사용하여 자석의 엔

탈피 를 구할 수 있다.

          (4.7)

고온초전도 자석은 4 K에서 운전되며, 온도가 로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 은 식 4.8과 같이 표현되며, 온도에 따른 엔탈피 차이를 그림 4.10에

나타내었다.

   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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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의 엔탈피. 고온초전도 자석은 스

테인리스 스틸 56 kg과 구리 11 kg로 이루어져 있음. 고온초전

도 자석은 4.2 K에서 운전되며, 따라서 4.2 K에서의 엔탈피를

기준으로 온도에 따른 엔탈피를 나타냄. 100 K는 도달하기 위해

서는 877 kJ, 200 K는 3.57 MJ, 300 K는 6.81 M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계산됨.

Fig. 4.10. Enthalpy of the designed HTS magnet. The HTS

magnet is composed of 56 kg of stainless steel and 11 kg of

copper. It is operated at 4.2 K, so the enthalpy according to

temperature is shown based on enthalpy at 4.2 K. It takes 877

kJ of energy to reach 100 K, 3.57 MJ for 200 K, and 6.81 MJ

for 3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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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의 인덕턴스 은 19.2 H이고, 18 T의 중심 자기

장에 도달하는 운전 전류 는 201 A이다. 따라서 저장된 자기장 에너지

는 식 4.9와 같다.

  




   kJ (4.9)

저장된 자기장 온도에 의해 자석 전체의 온도가 오를 경우, 자석의 온도

는 74 K에 도달한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일부 비율()에서만 저장된 자

기장 에너지를 받아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대하여, 300 K에 도달하기 위

한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K   K


  (4.10)

따라서 고온초전도 자석의 5.7% 이상에서 퀜치가 발생하여 자기장 에너

지를 받을 경우 300 K 이하로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44 개의 DP 코일 중

2∼3개의 DP 코일에 해당한다.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은 전자기적 커플링에 의해 퀜치가 다음 DP로 전달하는데 수

십 ms으로 매우 짧고, 퀜치 시 발열을 고려하여 상승되는 온도를 예측해

본 결과 설계된 고온초전도 자석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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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

본 장에서는 설계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제작에 앞서, 고온초전도 자석 시스템의 도면(e-drawing) 정보

에 대해 기술하고, 시스템을 3부분 고온초전도 자석부, 액체 헬륨 냉각 듀

어(Dewar), 그리고 듀어에 연결되어 고온초전도 자석부를 지지하는 인서

트 구조물의 세부 도면을 제시한다. 이후 고온초전도 자석의 제작과정 중

조인트, 권선 및 개별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완성된 44개의 DP 코일들을

적층하는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다.

5.1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 시스템의 구성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은 액체 헬륨에서 동작하는 자석으로, 전

체 시스템 도면을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고온초전도 자석 시스템은 크게

3부분 나눠볼 수 있다. 고온초전도 자석부, 액체 헬륨 냉각 듀어, 그리고

고온초전도 자석을 지지하며 각종 신호선 및 실험장비의 인출입과 열침입

을 차단하기 위한 인서트 구조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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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 시스템. 시스템은 총 3 부분

으로 구분되어지며, 액체 헬륨 듀어(Dewar), Insert 구조물, HTS

자석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Fig. 5.1. E-drawing of 18 T 70 mm REBCO magnet. The syste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consists of a liquid helium

Dewar, an insert structure, and an HTS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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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고온초전도 자석의 도면 설계

고온초전도 자석은 그림 5.2와 같이 총 44 개의 고온초전도 DP 코일과,

SP형 전류인입선, pre-load 부품, 상하 지지판으로 구성된다. 또한, 헬륨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헬륨 레벨 센서가 설치되었다. SP형 전류인입선은

전원 공급 장치와 고온초전도 자석을 극저온에서 연결할 때, 발열량을 최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품들 중 하나이다. 팬

케이크 형태로 권선되는 부분과 전류가 연결되는 금속부로 구성되어져 있

다. Pre-load 부품은 극저온 고자기장에서 고온초전도 자석의 움직임을 사

전에 압력을 가해 잡아주는 부품이다.

자석부는 44개의 DP 코일과 코일의 양 끝에서 안정적인 전류 인입을 위

한 SP형 전류인입선, 자석의 냉각 수축과 자기장에 의한 수축으로부터 안

정적인 형상 유지를 위한 pre-load, 자석 전체를 잡아주는 상하 지지판으

로 구성되어진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품은 고온초전도 선재가 권선되는

보빈 구조물로서, 고온초전도 선재를 제외한 3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지며

아래와 같다 (그림 5.3). 설계의 결과 DP 높이 는 9 mm를 가지며, 이

중 고온초전도 선재가 권선되는 보빈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이며 높이

는 8.2 mm이고, DP 내의 SP-SP 절연층의 두께는 0.2 mm의 GFRP

(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다른 DP간의 절연은 두께 0.6 mm의

GFRP가 사용된다. SP-SP 절연 부품은 안정적인 절연 확보를 위하여 고

온초전도 코일 바깥 반지름보다 2 mm 크게 설계되었다. 반면, DP-DP 절

연 부품은 고온초전도 코일의 바깥 반지름보다 약 3 mm 작은데, 이 부분

은 DP-DP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스플라이스(splice) 조인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스플라이스 조인트의 세부적인 내용은 5.2절에서 자세히 다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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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고온초전도 자석부의 도면. 자석은 44개의 DP 코일, SP형

전류인입선, pre-load, 상하 지지판으로 구성되어짐.

Fig. 5.2. E-drawing of a REBCO magnet part. The magnet

consists of 44 DP coils, a set of SP current leads, a pre-load,

and upper and lower support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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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P 코일의 구성과 도면. DP 코일은 초전도 선재와 보빈

(bobbin), SP-SP 절연층(spacer), DP-DP 절연층으로 구성됨.

Fig. 5.3. E-drawing of a DP coil. A DP coil is composed of a

superconducting wire, a bobbin, an SP-SP insulating layer, and

a DP-DP insulating layer.

5.1.2 헬륨 듀어(Dewar)의 도면 설계

액체 헬륨은 가장 낮은 끊는 점을 가지는 물질로 1기압 4.2 K에서 기화

한다. 액체 헬륨 듀어(Dewar)는 극저온의 환경에서 열 교환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다. 액체 헬륨은 가격이 비싸고 (20,000 원/L

이상), 기화열이 낮아(2.6 kJ/L, H2O 기화열의 1/876) 외부와의 열 침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열 침입은 전도, 대류, 방사의 방식으로 전달 될 수 있고, 액체 헬륨 듀어

는 그림 5.4과 같이 진공 이중 챔버와 77 K의 액체 질소로 냉각되는 방사

차단 층이 존재한다. 액체 헬륨이 담기는 듀어 내부의 중간 부분에는 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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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y)라고 칭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해당 부분에 다량의 액체 헬륨을 저

장하여 긴 실험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5.4. 액체 헬륨 듀어의 도면. 듀어는 3중의 금속 캔으로 이루어

져 있음. 헬륨조는 가장 안쪽 캔이며, 액체헬륨은 벨리(belly)까지

채워질 수 있고, 그 위는 GFRP로 제작되어 전도열을 최소화 함.

액체질소는 연결된 가운데 금속 캔을 냉각하고 외부에서 침입하

는 방사열을 막아줌. 각 금속 캔들의 사이는 진공으로 이루어져

외부의 열 침입을 차단함.

Fig. 5.4. E-drawing of liquid helium Dewar. The Dewar consists

of a triple metal can. In the helium tank, liquid helium can be

filled up to the belly, and above of it is made of GFRP to

minimize conduction heat. Liquid nitrogen cools the connected

middle can and blocks radiant heat from outside. A vacuum is

maintained between each metal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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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인서트(insert) 구조물의 도면 설계

초전도 자석은 액체 헬륨 듀어 내부의 가장 밑 부분에 위치한다. 이에

자석을 지지하고, 300 K 외부 환경에서 전류인입선과 실험을 위한 신호선

등을 4.2 K 초전도 자석까지 연결하는 헬륨 내부에 들어가는 구조물 설계

가 필요하다. 그림 5.5과 같이 대류에 의한 열 침입을 줄이기 위해 여러 겹

의 대류 차단막(baffle)을 설치하여 온도 구배를 만들어 열 침입을 줄인다.

또한, 고온초전도 자석의 운전 시 모니터링을 위한 전압과 센서의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 32핀 피드스루(feed-through) 4 set를 구성하였다.

그림 5.5. 인서트 구조물의 도면. 인서트 구조물은 헬륨 듀어와 초전

도 자석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전류 인입선과 신호선이 설치되며,

대류에 의한 열손실을 막기 위한 배플(baffle)이 설치되어 있음.

Fig. 5.5. E-drawing of insert structure. The insert structure is a

part that connects the helium Dewar and the superconducting

magnet, and it is consists of a set of current leads and signal

lines, and a baffle to prevent heat loss due to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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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구조물에는 초전도 자석에 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250 A급 전류

리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5.6에 나타난 3 종류의 전류인입선과 고온초

전도 자석에 연결되어 있는 SP형 전류인입선로 구성되어 있다. 상온에서

출발하여 1단부는 증기 냉각식 (vapor-cooled) 전류인입선으로 속이 비어

있는 황동(brass)의 튜브형태이며, 상온에서 액체헬륨 수위의 윗부분까지

전류를 연결된다. 증발된 기체 헬륨에 의해 전류인입선의 발열을 냉각한

다. 2단부와 3단부는 초전도 전류인입선로서, 초전도체를 통해 전류를 전

달하여 발열량을 최소로 한다. 일반적으로 초전도 선재는 두께가 매우 얇

기 때문에 지지 구조물이 필요하다. 2단부는 기체 헬륨에서 액체 헬륨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고온초전도 선재와 GFRP로 만들어 열전달을 차단하고,

3단부는 항상 액체 헬륨에 잠겨있는 부분으로서, LTS와 구리선을 이용하

였다. 4단부는 그림 5.2에서 확인할 수 있는 SP 전류인입선이다.

그림 5.6.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전류인입선

Fig. 5.6. Current lead for 18 T 70 mm REBCO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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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온초전도 자석부의 제작

5.2.1 고온초전도 선재의 준비

제작되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길이는 평균 100∼300 m 급이 주를 이룬

다. 그러나 다양한 응용기기에서는 그보다 긴 선재가 필요하고, 이에 고온

초전도 선재 간 조인트를 통해 필요한 길이로 고온초전도 선재를 연장한

다. 2.2절의 그림 2.8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구조에서 초전도 층과 금속기판

사이에 있는 버퍼 층이 절연 물질이기 때문에, 조인트의 방향은 중요하다.

연결하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초전도 층이 있는 면(앞면)으로 서로 연결할

경우 조인트의 저항은 최소화된다. 반면 초전도 층이 있는 면과 그 반대

면(뒷면)으로 조인트 연결을 할 경우 조인트 저항은 10 배 이상으로 높아

져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된다.

REBCO 고온초전도 선재의 조인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어 지며,

이를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검은색은 초전도 층을 표현하며, 초전도 층끼

리 연결되어야 한다. “랩(lap)” 조인트로 일컬어지는 방법은 2 개의 선재를

바로 연결하는데, 연결 결과 초전도 층(앞면)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반면

“스플라이스(splice)” 조인트라 칭하는 방법은 2 개의 선재가 연결 이후에

도 초전도 층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제3의 초전도선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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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REBCO 고온초전도체의 조인트 구조. (a) 랩 조인트, (b)

스플라이스 조인트. 조인트는 초전도 면(검은색, 앞면)끼지 연결되

어야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음. (a) 랩 조인트는 하나의 DP를

구성하는 초전도 선재의 연장을 위해 사용. (b) 스플라이스 조인

트는 DP-DP간의 전기적 연결에 사용.

Fig. 5.7. Joint structure of REBCO tape. The joint is connected

with the superconducting surface (black, front side), and it

proceeds in two ways. A lap joint is used to extend the

superconducting tapes in a DP, and a splice joint is used for

electrical connection between DP-DP.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안에서 하나의 DP에 필요한 고온초전도 선재

의 길이는 240 ∼ 270 m이다. 이에 생산된 스풀(spool)간에 조인트를 진행

하여 하나의 DP에 필요한 길이로 연장하는 작업이 먼저 수행되었다. 100

m 내외의 3개의 고온초전도 선재에 2 개의 랩 조인트를 통해 연결하였다.

각 조인트의 저항은 액체 질소(LN2) 환경에서 4단자 법으로 측정되었으

며, 100 nΩ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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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DP 코일 권선 및 개별 성능평가

조인트가 완료된 고온초전도 선재는 그림 5.8의 권선기를 사용하여 권선

을 진행하였다. 해당 권선기는 얇은 테이프 형태인 REBCO 고온초전도 선

재의 DP 권선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DP의 특이한 권선 방식인 양쪽 권선

을 위해 고온초전도 선재를 장력을 유지하며 풀어주는 부분이 양 쪽에 있

고, DP가 권선되는 부분은 가운데에 존재하게 된다. 권선 시 장력은 3.1절

에서 밝혔듯이, 등가접촉저항 를 낮추기 위하여 초전도 선재에 가해지

는 권선 장력을 4 kgf로 설정하여 DP 권선을 진행하였다.

그림 5.8. 개발에 사용된 DP 권선기. 중앙부에 DP 권선부가 있고,

DP를 양쪽에서 감기 위해 선재를 공급하는 unwinding부가 양쪽

에 있음.

Fig. 5.8. DP winding machine for magnet development. There is a

DP winding part in the center, and an unwinding part that

supplies the wire to wind the DP from both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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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이 완료되면 개별 DP 별로 액체 질소 환경에서 전류 충/방전 실험

을 진행하였다. 측정은 전류, 전압, 중심자기장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과정

과 실험 결과의 예시를 그림 5.9와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액체 질소 실

험은 2번의 충/방전을 거치는데, 이는 반복 실험을 통한 코일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5.9. 개별 DP 코일의 액체 질소 실험. 개별 DP 코일의 권선이

완료된 이후, 액체 질소 환경에서 전류 충/방전 실험을 진행함.

그 결과로부터 DP 코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조립 준비

를 마침.

Fig. 5.9. LN2 tests on individual DP coils. After the winding of

the individual DP coils was completed, a current

charge/discharg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 liquid

nitrogen environment. From the result,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 DP coi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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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개별 DP의 액체 질소 실험 결과 (DP-18). 검은 선은 전류

(왼쪽), 빨간 선은 DP 코일의 전압(오른쪽 첫 번째), 파란 선은

자기장(오른쪽 두 번째). 전류 충/방전 실험은 2번에 걸쳐 연속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DP 코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

었음.

Fig. 5.10. Example of LN2 test result on individual DP coils

(DP-18). The black line is the current (left), the red line is the

voltage of the DP coil (first from the right), and the blue line

is the magnetic field (second from the right). The current

charging/discharg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succession

twice, and was performed individually for all DP coils.

또한, 액체질소하의 임계전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 마진을 해치지 않는

DP 코일을 선별하였다. 실제로는 48 개의 DP 코일을 제작하였으나, 4 개

의 DP 코일은 임계전류 특성이 낮거나 저항성분이 포함되어 최종 사용을

보류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제작된 DP 코일의 실제 파라미터들

을 활용하여,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계산하여, 설계

안의 운전 마진 12.4%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DP 코일은 파기하고 다

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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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고온전도 자석의 제작

44 개의 DP 권선과 개별 측정이 완료되고, 고온초전도 자석의 조립을

시작하였다. DP 코일은 6 종류로 구성되며, M4T 18 개, M4N 8 개, M5N

4 개, M6N 4 개, M7N 4 개, M8N 4 개이다. 각각의 모듈 내의 DP 코일들

또한 선재 두께, 임계전류 등 특성이 일부 다르며, 이에 따라 어떻게 스택

(stack)을 하는지에 따라 전체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와 자기장 균일도와 관련되어 진다. 따

라서 최적의 스택 방법을 찾기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을 사용하여 스택의 순서를 결정하였다. 적합도 함수는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를 사용하여, 임계전류가 최대가 되는 최적의 스택 순서를 구하였

다.

Maximize   min (5.1)

여기서 는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이며, 는 각 개별 코일

의 임계전류이다. 제 3 장에서 논증하였듯이, 는 모든  중 최소값

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스택 순서에 따르는 설계안을 표

5.1에 기술하였다. 개별 DP 코일의 주요 파라미터와 그 순서를 표 5.2에

정리하였다. 스택 순서 1번은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DP이며, 마지막 44번

은 가장 밑에 위치하는 D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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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의 최종 설계안

Table 5.1. Final design for the REBCO magnet

사양 파라미터
2단계 설계안

M4T M4N M5N M6N M7N M8T

형상 파라미터

고온초전도 선재의 폭 [mm] 4 4 5 6 7 8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 [μm] 137 121 121 121 121 139

고온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 ()
[A] 200 200 250 300 350 400

보어 직경; 자석의 높이 [mm] 70; 476

권선 내경; 외경 [mm] 74; 162.1

폭 별 DP 코일의 개수 18 10 4 4 4 4

총 DP 코일의 개수 44

팬케이크 당 권선 수 322 365 364 363 366 317

DP 코일 당 선재의 길이 [m] 239 271 270 269 271 235

총 선재 길이 () [km] 13.7

운전 파라미터

자기장 균일도 () [%] 93.8

운전 전류 () [A] 197

임계 전류 () [A] 225

운전 마진 () [%] 12.4

인덕턴스 () [H] 19.2

자기적 후프 응력 () [MPa] 282 at DP20

자기적 후프 변형률 () [%] 0.2 at D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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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44 DP 코일들의 스택 순서와 DP 사양 (다음 쪽 계속)

Table 5.2. Stack order of 44 DP coils and specification

스택

순서
모듈

권선 REBCO 선재 임계

전류내경 외경 턴/SP 폭 두께

1 M8T 74
163.4 318

8
141

80.3161.8 318 138

2 M8T 74
161.8 319

8
138

70.6161.0 317 137

3 M7N 74 161.1 362 7 120 66.5
162.2 367 120

4 M7N 74
162.4 372

7
119

63.5162.0 367 120

5 M6N 74
162.1 362

6
122

60.9
160.3 356 121

6 M6N 74 160.4 358 6 121 55.7
161.3 363 120

7 M5N 74
161.2 366

5
119

55.6161.1 367 119

8 M5N 74 161.1 363 5 120 48.4
162.5 366 121

9 M4T 74 162.3 325 4 136 52.1
160.3 327 132

10 M4T 74
160.5 329

4
132

49.0162.7 337 132

11 M4T 74 162.7 317 4 140 48.1
162.2 317 139

12 M4N 74
162.3 362

4
122

48.9161.1 358 122

13 M4T 74
160.9 323

4
134

47.5
161.5 328 133

14 M4N 74 161.7 362 4 121 46.5
162.5 367 121

15 M4T 74
162.5 323

4
137

46.6163.0 327 136

16 M4N 74
162.9 362

4
123

44.6
161.1 356 122

17 M4T 74 161.0 317 4 137 45.8
160.7 317 137

18 M4N 74
160.9 359

4
121

43.6162.0 364 121

19 M4T 74 162.1 310 4 142 44.6
162.2 311 142

20 M4N 74 162.2 368 4 120 42.9
162.0 367 120

21 M4T 74
162.2 331

4
133

43.8163.1 327 136

22 M4T 74 163.1 320 4 139 41.7
162.6 3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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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44 DP 코일들의 스택 순서와 DP 사양 (이전 쪽 계속)

Table 5.2. Stack order of 44 DP coils and specification

스택

순서
모듈

권선 REBCO 선재 임계

전류내경 외경 턴/SP 폭 두께

23 M4T 74
162.4 329

4
134

42.2162.0 326 135

24 M4T 74
162.0 329

4
134

44.1161.2 332 131

25 M4N 74 161.3 356 4 123 43.4
162.9 362 123

26 M4T 74
163.1 316

4
141

44.8163.1 320 139

27 M4N 74
162.9 368

4
121

44.2
162.3 368 120

28 M4T 74 162.5 311 4 142 46.6
162.7 311 143

29 M4N 74
162.4 364

4
121

45.2160.8 360 121

30 M4T 74 160.7 327 4 133 46.8
161.2 327 133

31 M4N 74 161.4 368 4 119 46.8
162.3 373 118

32 M4T 74
162.2 327

4
135

47.6162.1 327 135

33 M4N 74 161.9 361 4 122 51.7
162.4 362 122

34 M4T 74
162.6 311

4
142

48.3162.4 311 142

35 M4T 74
162.2 322

4
137

49.8
160.8 318 136

36 M4T 74 160.6 317 4 137 52.2
158.5 312 135

37 M5N 74
158.5 339

5
125

49.2161.9 352 125

38 M5N 74
161.8 368

5
119

55.9
160.9 366 119

39 M6N 74 161.1 362 6 120 57.4
161.9 365 120

40 M6N 74
162.0 361

6
122

61.1162.2 360 122

41 M7N 74 162.1 368 7 120 63.9
162.0 369 119

42 M7N 74 162.1 356 7 124 69.3
161.6 356 123

43 M8T 74
161.4 320

8
137

72.2161.6 315 139

44 M8T 74 161.9 315 8 139 77.6
162.6 314 141



- 134 -

44 개의 DP가 조립된 이후 각 DP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스플라이스 조

인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스플라이스 조인트는 연결할 2 개의 고온초전도

선재 외에 추가 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여 두 개의 선재를 연결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82페이지 그림 39의 (b)의 스플라이스 조인트이다. 스플라이

스 조인트는 그림 5.11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류인입선용 조인트를

포함하여 총 45 개의 스플라이스 조인트를 수행하였다. 먼저 조인트를 할

부분을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의 구리 산화층을 제거하고 플럭스를 사용하

여 표면처리를 한 뒤, 솔더(solder)인 In52Sn48를 표면에 바르고, 이후 더 넓

은 폭의 초전도 선재로 동시에 인두기를 사용하여 솔더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5.11. DP-DP 스플라이스 조인트 제작 순서. 1) 사포와 알코올을

사용하여 선재를 세척; 2) 솔더 In52Sn48를 선재의 표면에 도포

함; 3) 폭이 더 넓은 선재로 덮어 스플라이스 조인트를 완성함.

Fig. 5.11. DP-DP splice joint. 1) Clean the HTS tape using

sandpaper and alcohol, 2) apply solder to the surface of the

HTS tape, and 3) cover it with a wider HTS tape to perform

splice joint.

조인트가 완료된 이후 기계적 안정성을 키우기 위한 보강작업을 수행하

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테이프로 약 3 mm의 over-banding을 하여,

조립된 이후의 DP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림 45과 같이 각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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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계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기 응력에 대항하기 위한 reinforcement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자석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림 5.12.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부의 제작. (a) 스플라이스

조인트가 완료된 이후, (b) 자기장에 의한 후프 응력을 줄이기

위해 오버 밴딩과 기계 구조물이 설치됨.

Fig. 5.12. Construction of 18 T 70 mm REBCO magnet. (a) After

the splice joint was completed, (b) overbanding and mechanical

structures were installed to reduce the hoop stress caused by

the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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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작된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 검증

본 장에서는 설계 및 제작이 완료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

능평가 실험결과와 그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성능평가 실험에 앞서, 사용

된 실험 계측기와 그 연결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성능평가 실험 결과와

그 결과 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성능평가 실험은 77 K 액체질소 환경 하에서 10 A 충/방전 실험과 4.2

K 액체헬륨 환경 하에서 207 A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71페이지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설계상 중심자기장 18 T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운전

전류는 197 A 이나, 고온초전도 자석의 경우 초전도 선재에서 나타나는

와전류인 screening current에 의해 중심자기장이 낮아진다 [137]. 이러한

특징과 자석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액체 헬륨 실험에서는 설계상 목

표 전류인 197 A보다 10 A(5%) 높은 207 A를 목표 전류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6.1 실험 장비의 구성

성능평가 실험에 앞서, 성능평가에 사용한 센서와 계측기를 표 17에 나

타내었다. 실험에서 자기장, 냉매의 수위 및 증발량, 온도, 그리고 자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압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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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한 센서와 계측기

Table 6.1. Sensors and instruments used in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s

구분 수량 모델명 (사양) 생산자

자기장

센서 1 LHP-NA
Arepoc

전류소스 1 USB2AD/100

센서 1 HGCT-3020
Lakeshore

전류소스 1 LS121

냉매

(LN2,

LHe)

LN2 수위 센서 1 (24 인치)
American

Magnetics Inc.
LHe 수위 센서 1 (1250 mm)

수위 계측기 1 Model 1700

GHe 증발량 센서 1 M2500V 라인텍

온도

센서 2 Cernox®

Lakeshore센서 4 DT-670

계측기 1 LS218

전압

나노전압미터 1 2182A Keithley

DAQ 11
SCXI-1125

(8 channel)

National

Instruments

자기장 측정을 위해 홀 센서(hall sensor)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장 측정

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2 세트 구성을 하였다. Arepoc 사의 LHP-NA 홀

센서와 USB2AD/100 계측기 세트를 주 측정 장비로 사용하고, Lakeshore

사의 HGCT-3020 홀 센서와 LS121 계측기 세트를 보조 측정 장비로 사용

하였다. 측정된 홀 전압은 별도의 볼트미터로 측정하여야 하며, 본 성능평

가 실험에서는 후술할 SCXI DAQ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홀 센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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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에 따른 전압의 선형 특성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측정하는데, 홀 센

서의 주위 온도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홀 센서

에는 온도에 따른 오차를 표기하고 있고 큰 온도차이가 있을 경우 측정한

자기장에 대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성능평가는 4.2 K 액체헬륨 환

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300 K에서 측정된 기울기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으며, 특히 18 T의 고자기장에서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4.2 K 고자기장에서의 정확한 홀센서의 선형 기울기 측정을 위해 두 세트

모두 미국의 국가고자기장연구소(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 USA)에 의뢰하여 센서를 교정하였다. 주 측정 센서인 Arepoc

사의 센서는 4.2 K 환경에서 15 T까지, 보조 측정 센서인 Lakeshore사의

센서는 4.2 K 환경에서 8.5 T까지 교정하였다. 그림 6.1은 각 센서에 대한

교정 결과 그래프이다. x축은 외부자기장, 왼쪽 y축은 센서의 홀전압이며,

오른쪽 y축은 자기장-홀전압의 선형 계수이다. 두 센서 모두 자기장의 방

향에 따른 응답성이 다소 다르다. 양/음의 자기장에 대해 Arepoc 센서는

약 1.788/1.792 mT/V이고, Lakeshore 센서는 약 0.3352/0.3367 mV/T이다.

특히 음의 자기장에 대해 자기장에 따라 선형계수가 변하여, 정확한 자기

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양의 자기장에 대해서는 더 일정한

선형계수 값을 가진다. 이에 홀 센서는 양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이 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Arepoc 홀센 서

는 1.792 mV/T, Lakeshore 홀 센서는 0.3367 mV/T의 기울기를 적용하여

정밀한 자기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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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홀 센서의 교정 결과. (a) Arepoc, (b) Lakeshore 사의 홀

센서. x축은 외부 자기장, 왼쪽 y축(빨간색)은 센서의 홀 전압, 오

른쪽 y축(파란색)은 자기장과 홀센서의 선형계수.

Fig. 6.1. Hall sensor calibration results. The x-axis is the external

magnetic field, the left y-axis (red) is the Hall voltage of the

sensor, and the right y-axis (blue) is the linear coefficient of

the magnetic field and the Hal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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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헬륨에서 운전하는 자석의 경우 헬륨 수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충전 시 고온초전도 자석의 일부가 액체 헬륨 외부로 노출

될 경우,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액체 헬륨의

수위를 잴 수 있는 액체 헬륨 수위 센서 (liquid helium level sensor)를 자

석의 인근에 설치하였다. 또한, 헬륨 수위 센서의 오작동에 대비하여, 자석

의 상하부와 122페이지의 그림 5.4의 벨리 상하부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였

다. 자석 운전 중의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화된 헬륨 증발량을 잴 수

있는 유량계 (Mass Flow Meter, MFM)을 설치하였다. 기체는 온도에 따

른 부피 변화가 커, 유량계는 지나가는 기체의 온도에 민감하다. 사용한 유

량계는 상온에서 교정된 센서이기 때문에, 그림 6.2와 같이 기체 헬륨 출구

에 긴 파이프와 히터를 연결하여 기체헬륨의 온도를 상온까지 올려 측정

하였다.

그림 6.2. 헬륨 성능평가가 진행된 실험실

Fig. 6.2. Laboratory setup for performance test with liquid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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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센서, 헬륨 수위 센서의 전압과 자석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

한 스플라이스 조인트 전압, DP 코일 전압, 전류 인입선의 전압 등을 측정

하기 위해 National Instrument 사의 88 채널 SCXI를 사용하였다. 측정하

는 개별 전압은 아래 표 18와 같다. DP 별 개별전압까지 측정하기에는

SCXI의 채널이 부족하여, 2 개의 DP 코일을 하나의 채널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제작된 자석의 구조에 의해, 하나의 DP 전압 채널에는 2 개의 DP 코

일 전압과 2 개의 스플라이스 조인트 전압이 포함된다. 각종 센서와 계측

기의 연결에 대하여 그림 6.3에 표기하였다.

표 6.2. SCXI 채널 분배

Table 6.1. SCXI Channel Distribution

종류 필요 채널 수

자석 전체 전류, 전압 2

2 DP 22

DP-DP 조인트 45

전류인입선 3

센서 전압 (자기장, 헬륨 등) 4

합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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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고온초전도 자석 실험 장비 구성 개념도. 실험에 사용한 주

요 계측기와 센서를 표기. 파란색 점선은 액체 헬륨 내의 극저온

환경을 나타냄.

Fig. 6.3. Schematic diagram of HTS magnet experiment system.

The main instruments and sensors used in the experiment are

indicated. The blue dotted line is the cryogenic environment in

liquid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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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7 K 액체 질소 냉각과 시스템 점검

자석은 액체 헬륨 온도인 4.2 K 까지 냉각되어야 한다. 헬륨의 기화열은

상기하였듯, 다른 액체의 기화열보다 매우 낮다. 다른 극저온 액체인 액체

질소의 경우 끓는점이 77 K 이며 기화열은 160 kJ/L로 액체 헬륨의 기화

열 2.6 kJ/L 대비 약 62배이다. 이에 가격이 저렴한 액체 질소로 77 K 냉

각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77 K에서 4.2 K까지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진행

하였다. 이는 2.3절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액체 질소와 액체 헬륨을 같

이 사용하여 냉각할 경우 헬륨 소모량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액체 헬륨 실험에 앞서 액체 질소를 액체 헬륨 듀어에 채

워 냉각을 진행하는데, 이 때 질소에서의 저전류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과

정에서 각 계측기의 연결 확인과, 각 DP를 연결한 스플라이스 조인트 저

항, 절연 등 시스템 전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헬륨 냉각을

시작한다.

액체 질소 실험은 10 A 충/방전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6.4에

서 그림 6.6까지 나타내었다. 자석 전체의 전압은 10 A 통전 이후 0으로

수렴하였으나, 무절연 자석의 특성에 의해 매우 느리게 충전 되었다. 실험

시작 후 70분 부근에서 자기장 균일도를 확인하기 위해 홀 센서를 공간상

스캔하였다. 실험 결과, 각 계측기의 연결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였고, 고온

초전도 자석의 DP-DP 조인트와 절연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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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액체 질소 실험: 자석 전압과 중심자기장. x축은 실험 경과

시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첫 번째 y축은 자석

의 전압, 오른쪽 두 번째 y축은 자기장임. 실험은 10 A 까지 통

전하였으며, 1 시간가량 전류를 유지한 후 방전하였음. 경과 시간

70 분에 자기장 균일도 측정을 하였으며, 그래프 상 흔들린 것으

로 나타남.

Fig. 6.4. LN2 experiment: magnet voltage and magnetic field at

magnet center.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power supply current,

the first y-axis on the right is the voltage of the magnet, and

the second y-axis on the right is the magnetic field. In the

experiment, current was applied up to 10 A, and after

maintaining the current for about 1 hour, it was discharged.

At 70 minutes of elapsed time, the measured magnetic field

was shaken by moving the Hall sensor due to measure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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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액체 질소 실험: 44 DP 코일의 전압. x축은 실험 경과 시

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y축(빨간색)은 DP 전

압임. 하나의 전압 신호는 2개의 DP 전압을 포함하여 22개의 전

압신호를 측정하였으며, 범례는 오른쪽 상단에 표기함.

Fig. 6.5. LN2 experiment: voltages of 44 DP.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conduction current, and the right y-axis (red) is the DP

voltage. One voltage signal measured 22 voltage signals

including two DP voltages, and the legend is indicated in the

upper right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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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액체 질소 실험: 스플라이스 조인트 전압. x축은 실험 경과

시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y축(빨간색)은 조인

트 전압임. 조인트 전압은 개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45개임.

전류가 상승할 때 조인트 전압도 따라 상승하는데, 조인트의 전압

탭 사이의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임.

Fig. 6.6. LN2 experiment: voltages of splice joints.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power supply current, and the right y-axis (red) is the

joint voltage. For joint voltages, 45 voltages were individually

measured. When the current rises, the joint voltages also rise

because of the inductance between the voltage taps in th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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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2 K 액체 헬륨 실험

액체 헬륨 실험의 전류 충전 목표는 중심 자기장 18.7 T에 해당하는 207

A로 고온초전도 전자석의 SCIF에 의한 중심자기장 감소와 안정성 검증을

위해 10 A 가량 높게 진행하였다. 헬륨 실험에서는 전류 충전 중 일정 전

류에서 전류를 유지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NI 특성에 의해 고온초전

도 자석 내부에 발생한 열을 냉각하여 헬륨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전류 충전 속도는 180 A까지는 0.02 A/sec의 속도로, 이후 207 A까지는

0.01 A/sec의 속도로 전류를 증가시켰다. 이는 72페이지 수식 3.11에 따라,

전류 증가 속도가 높아질수록 코일 내부의 발열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고온초전도 자석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림 6.7에서 성능평가 실험 결과의 시간에 따른 전류(검정), 자석 전체

전압(빨강), 자기장(파랑)을 나타내었다. 실험은 전류 충/방전에 약 16 시

간이 소요되었다. 최대 자기장에 도달한 뒤 7∼9 시간 부근의 자기장 흔들

린 이유는, 자기장 균일도를 확인하기 위해 mapping을 진행하였기 때문이

다. 자기장 균일도와 관련하여서는 6.4절 실험결과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

었다. 그림 6.8은 동일 실험에서의 DP 전압 그래프이다. DP07-08,

DP21-22, DP31-32의 전압이 207 A에서 1차 실험에서는 1∼2 mV 발생하

였으나, 정상적으로 18 T를 발생하였다. 해당 부분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보면, ∼0.8 W로 시간당 ∼1.1 L의 액체 헬륨 소모량에 대응한다. 그림 6.9

는 동일한 실험에서 DP-DP간의 전기적 연결인 스플라이스 조인트 전압

곡선을 나타내었다. 조인트는 총 45 개이며, 최대 전압은 ∼40 μV로 208 n

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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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액체 헬륨 실험: 시간에 따른 I, Vmag, B0. x축은 실험 경과

시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첫 번째 y축(빨간색)

은 자석의 전압, 오른쪽 두 번째 y축(파란색)은 자기장임. 실험은

207 A까지 충전하였으며, 충전 중 발생할 열에 의한 고온초전도

자석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류를 일정 시간 유지함.

경과 시간 8시간 부근에 자기장 균일도 측정을 위해 홀센서를 움

직여 자기장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남.

Fig. 6.7. Performance evaluation in LHe: I, Vmag, B0.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power supply current, the first y-axis on the right (red) is

the voltage of the magnet, and the second y-axis on the right

(blue) is the magnetic field. The experiment was charged up

to 207 A, and the current was held in order to suppress the

temperature rise due to heat generated during charging. At

around 8 hours of elapsed time, it was found that the

magnetic field was shaken by moving the Hall sensor to

measure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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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액체 헬륨 실험: 44 DP 코일 전압. x축은 실험 경과 시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y축(빨간색)은 DP 전압임.

207 A까지 충전되었으며, 하나의 전압 신호는 2개의 DP 전압을

측정하였고, 그 범례는 그래프의 오른쪽에 나타내었음. 200 A 이

상의 전류에서 일부 DP에서 전압이 발생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자

기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무절연 자석의 안정성이 검증됨.

Fig. 6.8. Performance evaluation in LHe: voltages of 44 DP.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conduction current, and the right y-axis (red) is

the DP voltage. It was charged up to 207 A, and 22 voltage

signals including two DP voltages were measured for one

voltage signal, and The legend is shown on the right side of

the graph. At a current of 200 A or more, a voltage was

generated at some DPs, but a magnetic field was stably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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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액체 헬륨 실험: 스플라이스 조인트 전압. x축은 실험 경과

시간, 왼쪽 y축(검은색)은 통전 전류, 오른쪽 y축(빨간색)은 조인

트 전압임. 조인트 전압은 개별적으로 총 45개의 전압을 측정하였

으며, 가장 높은 저항은 208 nΩ으로 나타남.

Fig. 6.9. Performance evaluation in LHe: voltages of DP-DP splice

joints. The x-axis is the elapsed time of the experiment, the

left y-axis (black) is the conduction current, and the right

y-axis (red) is the joint voltage. For joint voltage, a total of

45 voltages were individually measured. The highest resistance

was found to be 208 n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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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험결과 분석

헬륨 실험 결과 안정적으로 18 T 이상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그 실험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6.4.1 DP-DP 조인트 저항

DP-DP 간의 전기적 연결을 담당하는 스플라이스 조인트의 저항은 그림

6.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소 실험에서는 10 A에서의 전압을 기준으로

하였고(파랑, 기호, 원), 헬륨 실험에서는 전류를 유지할 때인 100 A, 150

A, 180 A, 190 A, 195 A, 200 A, 그리고 207 A에서 평균 전압과 전류로 조

인트 저항을 구하였다 (빨강, 바 그래프). 그래프의 자홍색(magenta) 선은

측정 결과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평균 spilce 조인트의 저항

은 액체 질소 실험에서는 109 nΩ, 액체 헬륨 실험에서는 79 nΩ으로 나타

났다. 액체 질소 실험에서는 액체 헬륨 실험 대비 평균 20 nΩ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금속 저항의 온도의존성 때문이다. 액체 헬륨 실험에서 가장

낮은 저항은 조인트 1번에서 29 nΩ, 가장 높은 저항은 조인트 38번에서

217 nΩ이다. 조인트 8번, 32번, 38번 세 개의 저항은 다소 높게 나타났지

만, 세 개의 저항에서 나타나는 발열은 각 10 mW 이하로 크지 않다. 스플

라이스 조인트의 총 저항은 3.6 μΩ이고, 발열량은 207 A 기준으로 150

mW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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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DP-DP 스플라이스 조인트 저항. x축은 스플라이스 조인

트의 순서에 따른 번호이며, 1번이 자석의 가장 위이고 45번이

가장 밑임. 파란색 원은 액체질소 실험 결과이며, 붉은색 바 그

래프는 헬륨 실험 결과임. 자홍색(magenta) 오차는 헬륨 실험에

서 분석된 값들의 최대/최소 값을 표기하였음.

Fig. 6.10. DP-DP splice joint resistance. The x-axis is the number

according to the stack order of the splice joints, with No. 1 of

the top and No. 45 of the bottom of the magnet. The blue

circle is the liquid nitrogen test result, and the red bar graph

is the helium test result. Magenta error lines indicate the

maximum/minimum values analyzed in the helium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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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자기장 균일도

그림 6.11은 z축(자석의 중심축)에서 공간상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값과

단일 두께 설계안과 이중 두께 설계안을 비교하였다. 아래 그래프의 검은

색 원은 교정된 홀 센서로 측정한 자기장의 z성분이고, 빨간색 선과 파란

색 선은 각각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최종 설계안(DT)과 단일 두께로

구성된 설계안(ST)에 대한 FEM 해석 결과이다. x축은 자석의 중심부터

의 거리이며, 양의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위쪽이고 음의 거리는 아래쪽이

다. y축은 자기장 균일도(왼쪽)와 자기장 크기(오른쪽)를 나타내었다. 위쪽

의 녹색 바 그래프는 측정값과 이중 두께 설계안의 오차이다. 측정된 자기

장은 이중 두께 설계안과 1% 이내로 잘 일치하며, 특히 캐비티 공간인

200 mm (±100 mm) 에서는 0.3% 이내로 매우 잘 일치한다. 자기장 균일

도는 100 mm 이내에서는 99 이상의 균일도를 가지고 있으며, 200 mm 이

내에서는 93% 이상의 균일도를 가지고 있음을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 두께 기법은 자기장 균일도를 향상시킴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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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z축 위에서의 자기장 분포. 검은 원은 측정값, 빨간 선과

파란선은 각각 이중 두께와 단일 두께 설계안, 위쪽의 녹색 바

그래프는 측정값과 이중 두께 설계안의 오차임. 측정된 자기장은

이중 두께 설계안과 잘 일치하며,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중 두께 기법을 검증할 수 있었음.

Fig. 6.11. Magnetic field distribution along the z-axis. The black

circle is the measured value, the red and blue lines are the DT

and ST design, respectively, and the green bar graph at the

top is the error between the measured value and the DT

design. It can be seen that the measured magnetic field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DT design. Therefore, the DT

technique proposed in this paper was verified through th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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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등가회로 파라미터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특성 파라미터인 시정수 , 등가 저항 , 등

가 접촉 저항 을 표 6.3에 나타내었다. 시정수 는 72페이지 식 3.9로부

터 인덕턴스 전압의 63.2%가 되는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등가 저항 

는    로부터 결정되며, 등가 접촉 저항 는 3.1절의 3.12로부터 구

할 수 있다.

그림 6.12는 액체 질소 실험과 액체 헬륨 실험의 충전을 시작할 때의 측

정 결과이며, 시간에 따른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었다. 검은색은 액체 질소

실험, 빨간색은 액체 헬륨 실험을 나타낸다. 3.1절의 식 3.9로부터 인덕턴

스 전압의 63.2%가 되는 시간을 시정수 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액체

질소 실험은 시정수에 도달하기 전에 전류의 충전이 멈추어 전압 상승 곡

선을    exp 식으로 fitting 하여 유도하였다. 유도된 시

정수는 액체질소에서는 622초이고 액체 헬륨에서는 1263초 로 산출되었

다. 이에 따라 등가 저항 (등가 접촉 저항)은 액체 질소에서 31 mΩ (19 μ

Ω․cm
2
)이고, 액체 헬륨에서 15 mΩ (8.6 μΩ․cm

2
)로 확인되었다. 액체 헬

륨에서 낮아진 접촉 저항은 금속의 비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표 6.3.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등가회로의 주요 파라미터

Table 6.3. Main parameters of equivalent circuit for no-insulation

REBCO magnet

Parameter 77 K (LN2) 4.2 K (LHe)

시정수 () [sec] 622 1263

등가 저항 () [mΩ] 31 15

등가 접촉 저항 () [μΩ․cm2] 1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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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실험으로부터의 시정수 의 유도. 시간에 따른 전류(위)과

자석의 전압(아래)을 나타냄. 검은색은 액체 질소 실험 결과이고

빨간색은 액체 헬륨 실험 결과임. 액체 질소 실험결과는 RL 등

가회로의 시정수 가되기 전에 목표 전류에 도달하여 이후 전압

곡선을 외삽하여, 시정수를 구하였음.

Fig. 6.12. Derivation of time constant  from experiment results.

The current (top) and the voltage of the magnet (bottom) with

time are shown. The black color is the liquid nitrogen test

result, and the red color is the liquid helium test result. The

liquid nitrogen test result reached the target current before the

time constant  of the RL equivalent circuit, and then the

voltage curve was extrap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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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발열량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은 충전 중에 우회 전류에 의한 발열량이 발생한

다. 이러한 우회 전류 는 측정된 중심 자기장 세기 , 단위 전류당 자기

장 세기 와 전원 공급 장치가 공급하는 전류 로부터 구할 수 있다.

      


(3.13)

이로부터 우회 전류 에 의한 발열량 은 앞서 구한 를 사용하여 실

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측정된 기체 헬륨 유량의 결과로부터 시스템

전체 발열량을 유추할 수 있고, 이 둘의 비교 그래프를 그림 6.13에 나타내

었다. 검은색은 기체 헬륨 양, 붉은색은 인가된 전류  , 파란색은 고온초

전도 자석의 중심자기장 이다. 실험으로부터 구한 와 로부터, 실험

에서의 예상되는 우회 전류 와 그 발열량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6.13

는 그로부터 구한 우회 전류의 발열량 (왼쪽 y축, 파란색)와 증발된 액

체 헬륨양(오른쪽 첫 번째 y축, 빨간색), 전원 공급 장치의 전류(오른쪽 두

번째 y축, 검은색)를 나타내었다. 실험의 4∼5시간 사이에는 액체 헬륨을

충전하여 증발량이 매우 커졌다.

전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우회 전류의 중가로 증발되는 헬륨의 양 또

한 증가하고, 전류가 유지될 때는 우회 전류가 감소하고 헬륨 증발량도 줄

어든다. 3.5시간 (180 A) 이후 전류 증가 속도가 0.02 A/sec에서 0.01

A/sec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열량과 헬륨 증발량 역시 작은

상태로 유지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류 증가 속도의 조절이 높은 자기장

과 높은 전류에서 발열량을 줄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퀜치 가능성을 줄이

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18.7 T에 도달한 뒤에 헬륨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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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당 2 L 이하로 잘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자석이 안정적인 상

태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3. 우회전류에 의한 발열과 헬륨 증발량. 경과 시간(x축), 무

절연 자석에서의 우회전류에 의한 발열량(왼쪽 y축, 파란색), 증

발된 액체 헬륨양(오른쪽 첫 번째 y축, 빨간색), 전원 공급 장치

의 전류(오른쪽 두 번째 y축, 검은색)을 표기함. 4∼5 시간에는

액체 헬륨을 재충전하여 헬륨 증발량이 매우 커졌음. 증발된 헬

륨양은 통전 전류가 변할 때 높아지며, 전류의 충전속도 와 관

계함을 알 수 있음.

Fig. 6.13. Heat generation and evaporation amount of helium due

to bypass current. Elapsed time (x-axis), calorific value due to

bypass current in non-insulated magnets (left y-axis, blue),

vaporized liquid helium amount (right first y-axis, red), power

supply current (right second y-axis) axis, black). At 4-5

hours, liquid helium was recharged, resulting in a very large

helium evaporation. The amount of evaporated helium increases

when the current is changed,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related to the charging rate of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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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18 T 70 mm REBCO 고온초전도 자석은 액시온을 검출하기 위한

haloscope 실험용으로 높은 자기장과 크기 공간 균일도를 확보해야 하는

자석이다. 검출 실험에서 요구하는 고온초전도 자석의 성능 조건은 18 T

의 중심자기장과 직경 70 mm 높이 200 mm의 원통형 캐비티 공간 내에

중심자기장 대비 90%인 16.2 T 이상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자기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임계자기장과 임계전류가

높은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한 고온초전도 자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고온초전도 자석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중 두께 기법”과 더불어

demonstration 자석에서 확보한 기술인 “무절연 권선법”과 “다중 폭 기법

”이 적용되었다. 제안된 이중 두께 기법의 설계안은 단일 두께로 이루어진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안과 비교되었으며, 중심자기장 및 공간 균일도,

개발 비용 등에서 향상된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법의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석의 공간 균일도를

측정하여, 이중 두께 설계의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무절연 권선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의 안정성 높여주는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로 26.4 T 35 mm 고온초전도 자석, 9.4 T 400 MHz NMR용 고온초전

도 자석, 45 T 고온초전도 자석 등에서 검증된 기법이다. 이 기술은 턴간

의 절연층을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서, 국지적 퀜치가 발생할 때 열 폭주

가 일어나지 않고 전류가 우회하여 자석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이

러한 우회 전류에 의해 충/방전 시 발열량이 높아지고, 충전 속도가 느려

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액시온 검출 haloscope 실험은 지속적인 자기장

을 형성하여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이 가

장 적합하였다.

다중 폭 기법은 고온초전도 선재의 이방성에 의한 자기장 각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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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전류 특성이 달라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앞서 언급한

자석들에서 검증된 기법이다. 고온초전도 자석의 임계전류는 선재의 이방

성에 의해 자석의 양 끝단(위/아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석의 양 끝단

에 더 넓은 폭의 선재를 사용하여 자석 전체의 임계전류를 상승시켜 동일

한 형상 크기에서 중심자기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중 두께 기법은 고온초전도 자석에

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기법은 두 가지 두께의 고온초전도 선재를 사용

하여, 자석의 전류 밀도를 변화시켜 자석의 임계전류를 상승시키고 자기장

균일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세 가지 고온초전도 자석 기법들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

다. 먼저 다중 폭 두께를 적용한 1단계 설계안을 선정하고, 이후 이중 두께

를 적용한 2단계 설계안을 완성하였다. 1단계 설계는 파라미터 탐색법과

최적의 턴수를 결정하기 위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적의 설계안

을 선정하기 위해 개발 비용 함수를 도입하였다. 2단계 설계에서는 1단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이중 두께 기법을 적용하였고, 성능 지수 함수를 도입

하여 가장 성능이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이후, 단일 두께의 고온초전

도 자석과 이중 두께 기법이 적용된 2단계 설계안을 비교하여 설계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단일 두께 대비하여 이중 두께 기법은 자기장 균일도를

1.0%p 상승시키고, 운전 마진을 4.9%p 상승시킨다. 그러나 개발 비용은

3.6 % 줄어들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도입한 성능 지수는 단일 두께 대비 9.5 %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2단계 설계안을 바탕으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을 제작 하였다.

총 44개의 DP 코일이 제작되고, 최적의 쌓는 순서를 찾기 위해 유전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순서를 결정하여 제작을 완료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18

T 70 mm 고온초전도 자석은 액체 질소 실험과 액체 헬륨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장 균일도 측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중 두께 기법의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자기장 균일도 측정 결과는 이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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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설계안과 일치하였으며, 높이 방향으로 100 mm 내에서 1% 이하, 200

mm 내에서 7% 이하로 측정되어 설계 조건을 만족하였다. 본 자석은 액시

온 검출 haloscope 실험을 위한 연구용 고온초전도 자석으로 개발이 완료

된 이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산하의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에 설

치되어 장기간 운전되고 있다.

고온초전도 선재의 두께가 세 가지 이상인 다중 두께(Multi-Thickness)

기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 설계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세밀한 설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이중 두께 기법은 효과에 따라 설계 결과를 예측하고 설계

의 방향성을 정립한 뒤 고온초전도 자석의 설계에 적용하였다. 이에 진화

적 전략(Evolution Strategy) 알고리즘 같은 설계 알고리즘을 설계의 자유

도가 높은 다중 두께 기법의 설계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온초전도 자석 내에 다양한 전류밀도를 구현하여 고온초전도 자석의 중

심자기장과 자기장 균일도를 더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매우 균일한 자기장이 필요한 응용분야인 GHz급 NMR, 전신용

MRI 국산화와 같은 고온초전도 자석에 다중 두께 기법과 다중 폭 기법이

통합 적용되어 높은 성능의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의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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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Magnet Wound

with Dual-Thickness Conductor

for Ax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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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dual-thickness (DT) technique was proposed to

design an 18 T 70 mm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HTS)

magnet for axion detection. Also, a design method integrating the

No-Insulation (NI) winding method and the Multi-Width (MW) method

in addition to the DT method is proposed. The final design using the

proposed method was compared with other design techniques to verify

the design feasibility, and the stability of the design was verified

through produ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axion is detected by the axion detection haloscope experiment

using the Primakoff effect which is a phenomenon of axion being



- 177 -

converted into two polarized photons under a high magnetic field.

Therefore, in order to detect the converted photons, a detection cavity

is installed inside the bore of the magnet, and a high magnetic field

must be uniformly generated inside the cavity. Accordingly, a magnetic

field higher than 16.2 T must be generated, which is 90% of the

minimum central magnetic field of 18 T, within a cavity of 70 mm in

diameter and 200 mm in length. In order to satisfy these high

performance conditions, REBCO HTS wire with high critical current

and critical magnetic field was used, and the latest HTS magnet

technology, the NI technique and MW technique, was introduced. In

addition, an 18 T 70 mm HTS magnet was designed by applying the

DT technique that is proposed in this study using a mixture of two

thicknesses of HTS wire. By additionally applying this DT technique,

higher performance was achieved compared to the existing

single-thickness HTS magnets.

In the DT technique first proposed in this study, two kinds of HTS

tapes with a thickness of 120 μm and 135 μm were used to improve the

critical current property and magnetic field uniformity of the HTS

magnet, which also has effect in the reduction of HTS tape

consumption. By introducing the figure of merit, the design with single

thickness and double thickness were compared, and the advantages of

DT technique was verified.

Finally, based on the design, a HTS magnet system was fabricated,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to verify the proposed design under

both liquid nitrogen and liquid helium environment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 a central magnetic field of 18.7 T was achieved,

which is higher than the target central magnetic field, 18 T.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design was verified by directly measuring



- 178 -

the magnetic field uniformity, and the spatial magnetic field in the

cavity was measured to be 93% more uniform compared to the central

magnetic field.

Afterwards, in an axion detection experiment conducted at the Center

for Axion and Precision Physics Research (CAPP) of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the HTS magnet developed in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long-term operation and proved its operational stability.

Keywords: Dual-thickness, No-insulation, HTS magnet,

Multi-width, Particle detection, Axion dark matter

Student number: 2017-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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