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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gnetic field and Electric field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magnet are very important to 

analysis of superconducting magnet. The maximum perpendicular magnetic field was applied to the outermost pancake 

windings. The critical current of all the magnet windings is limited by the critical current of the outermost pancake 

windings. The E-J relation was used to determine the critical current, and an evolution s  trategy was adopted for the 

optimization of gap length between each pancake windins. The results of calculations show that the critical current and 

the central magnetic field and uniformity increased by 82.6% and 31.6% and 50.8%, respectively, for a magnet consisting 

of ten pancake windings. This paper did an analysis the cause of increase the critical current and central magnetic field 

and uniformity in no gap and optimal g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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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MRI, NMR 등의 도 응용 기기들은 우리의 

삶에 하게 다가왔고, 사람들은 도 응용 기기들의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도 응용 분야

에서 성능을 높이기 한 연구가 진행 이며, 그  도 

마그넷 분야는 심자장과 균일도의 향상에 많은 심과 연

구가 집 되고 있다. 도 마그넷 분야에서 심자장과 

균일도의 향상은 도 응용 기기들의 성능향상을 의미하

기에 요하다[1-2]. 

이론 으로 도 선재는 항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한계가 있어, 임계온도, 임계 류, 임계자장  하나라

도 임계값을 과하면 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계값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심자장과 균일도의 향상을 이루기 

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몇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었

다. 그  하나가 다이버터로 수직자장을 여 임계 류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체 마그넷의 임계 류를 제

한하는 최외각 코일의 수직자장을 여, 심자장을 높일 수 

있다.  다른 방안은 마그넷의 형상을 최 화하는 방안이

다. 이 방안은 마그넷을 구성하는 코일들의 턴 수와 치 

등을 변화시켜 최 의 형상을 구성하여, 심자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별도 원을 사용하여 마그넷 심부분 코일까

지 임계 류를 인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최외각 코일

의 임계 류가 가장 낮아서 체 마그넷의 임계 류를 제한

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마그넷을 구성하는 각 코일들의 임계

류까지 류를 통 시킬 수 있다. 단, 원을 많이 사용한

다는 에서 비효율 이다[3-5].

본 논문에서는 심자장과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

안으로 Bi-2223선재를 팬 이크 형태로 권선한 HTS 마그

넷을 기본 모델로 설정하고,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에 서로 

다른 길이의 공극 설정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길이의 공극

들은 진화론  방법으로 최 화 하 고, 모든 팬 이크 권선

의 내경과, 외경, 턴수를 각각 70mm, 139mm, 100턴으로 고

정하여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에 용된 팬 이크 권선의 

개수는 개별 인 공극을 여러 마그넷 형상에 용시키기 

해서 4개부터 12개까지 2개씩 증가시켰다. 각 경우에 한 

계산결과는 각 턴에서의 계, 선재에 인가되는 자장의 크기

와 각도, 임계 류, n-value를 공극이 없는 형상과 비교하여 

원인을 분석하 다. 

2. 개별공극의 효과

공극이 없는 형상과 서로 다른 길이의 공극이 있는 형상

에서 자장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a)의 공극이 없는 

형상의 경우에는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최  수직자장이 

인가되며,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임계 류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공극이 없는 형상은 개별 인 공극이 있는 형상

보다 선재의 효율이 낮고, 마그넷의 성능이 떨어진다. 균일

한 공극이 있는 마그넷 형상의 경우에는 최  수직자장이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발생하지만, 공극이 없는 모델보

다 평균 으로 수직자장이 낮다[6]. 따라서 균일한 공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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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이 없는 경우보다 임계 류를 증가시키고, 심자장과 

균일도가 향상된다. 그림 1(b)의 서로 다른 길이의 공극이 

있는 형상은 모든 팬 이크 권선의 각 턴에 비교  균일한 

수직자장이 인가되며, 모든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가 비

슷하게 계산된다. 마그넷 체의 임계 류는 모든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앞의 두 경우보다 선

재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성능도 크게 증가한다. 

 (a) 공극이 없는 형상       (b) 개별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1 HTS 마그넷의 자장분포 

Fig. 1 Magnetic field of HTS magnet

3. 해석형상의 사양

계산에 사용된 선재의 두께는 0.285mm이고, 폭은 4.4mm

이며, 77K에서 측정한 임계 류는 125A인 선재이다. 그 밖

에 계산에 사용된 도 선재의 사양은 표 1에 나타냈다.

Material Bi-2223 

(self filed, 77K) 125A

Width 4.4mm

Thickness 0.285mm

Minimum bending diameter 38mm

표   1  Bi-2223 선재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Bi-2223 wire

팬 이크 권선의 각 턴 사이는 0.06mm의 연테이 로 

연했고, 이를 감안하여 팬 이크 권선 당 사용된 선재의 

총길이는 약 32.8m이다. 모든 팬 이크 권선의 내경, 외경, 

턴수는 각각 70mm, 139mm, 100턴으로 고정했다. 해석 형상

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팬 이크 권선의 개수를 4개에서 

12개까지 2개씩 증가시키며 계산했다.

Insulation thickness 0.06mm 

No. of turns per pancake winding 100

Inner radius 35mm

Outer radius 69.5mm

No. of pancake windings 4～12

표   2 해석 형상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model magnet

4. 계산방법

팬 이크 권선을 층한 고온 도 마그넷의 각 턴에 

인가되는 자장의 크기와 각도는 마그넷 임계 류 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 그  선재에 수직으로 인가되는 자장이 수

평으로 인가되는 자장보다 임계 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향이 크다. 이에 일부 논문들에서는 마그넷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인가되는 최  수직자장의 값으로 임계 류를 

결정한다[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직자장의 향과 수평

자장의 향 모두 임계 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요한 요

소로 보고 두 성분을 고려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심자장과 균일도가 향상된 원인을 분석

하기 해 외부자장의 크기와 각도, 임계 류,  n-value, 

계를 계산하여 최 화된 공극이 있는 형상과 공극이 없는 

형상을 비교분석했다.

마그넷의 통 류가 결정 되면 각 턴에 인가되는 외부자

장의 크기와 각도가 결정되고, 이 외부자장의 크기와 각도로 

각 턴에서의 임계 류와 n-value가 계산된다. 계는 통

류와 각 턴에서의 임계 류, n-value 그리고 기 계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각 턴에서의 수직자장과 수평자장은 한

턴을 M개의 요소로 나 어,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한 후 평

균을 취하여 구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턴의 단면 을 그림 2와 같이 M개의 요소로 나

다.

그림 2 M개의 요소로 나  각 턴

Fig. 2 M segments of each turn

2. 각 요소 심에서의 수직자장(⊥ )과 수평자장()을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한다.

3. 각 요소의 수직자장의 평균(

⊥ )과 수평자장의 평균

(

 )을 식 (1)과 같이 계산하고, 해당 턴에 인가되는 자장

의 크기(B)와 각도(ɵ)를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식 (1)에서 
M은 요소의 개수, T는 해당 턴, k는 해당 요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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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3)과 식 (4)에 해당 턴에 인가되는 자장의 크기(B)

와 각도(ɵ)를 입하여 해당 턴의 Ic와 n-value를 얻는다

[8-9]. 

 
 × × ×

  ×
 ××

  × × ×
 ××

   (3)


 × × ×

  ×
 ××

  × × ×
 ××

  (4)

길이가 10cm인 Bi-2223선재에 인가되는 외부자장의 크기

와 각도를 변화시키며 V-I 곡선을 측정하고, 이 값으로 외

부자장의 크기와 각도에 따른 임계 류와 n-value를 그림 3

에 나타냈다. 그림 3의 그래 를 각각 보간하여 식 (3)과 식 

(4)를 얻었으며, 식 (3)과 식 (4)의 계수들은 표 3에 나타냈

다. 그림 3(a)의 Ic-B 계에서 자장의 크기와 각도가 각각 

75.4mT, 0˚일 때 임계 류는 130.17A, 자장의 크기와 각도가 

각각 783.1mT, 90˚일 때 임계 류는 0.04A로 측정되었다. 그

림 2(b)의 n-value 계에서 자장의 크기와 각도가 각각 

39.2mT, 0˚일 때 n-value는 20.7, 자장의 크기와 각도가 각

각 783.1mT, 90˚일 때 n-value는 1.2로 측정되었다.

  

      (a) Ic-B 계                 (b) n-value 계

그림 3 외부자장의 크기와 각도변화에 따른 Ic-B 계와 

n-value

Fig. 3 Ic-B  relation and n-value at various magnetic field

식 (3) Ic-B의 각 상수값

 134.73424  0.00287

 1.00257  0.23654

 8.26964  0.0000582

 64.61392  3.59883

 -5.10508  0.20625

식 (4) n-value의 각 상수값

 12025800  -1133812

 -38765400  -209859000

 -5199220000  -20585.96915

 1727880000  -552132000

 82381100  -14524400

표   3 식 (3)과 식 (4)의 각 상수 값

Table 3 Cocfficients used in eq.(3) and eq.(4)

5. 해당하는 턴의 Ic,T와 nT-value, 기 계 E0 그리고 통

류를 식(5)의 power law에 입하여 각 턴에 발생하는 

계 ET를 계산한다. 여기서 기 계 E0는 1μV/cm이다.

  ×
 



                (5)

5. 계산결과

고온 도 마그넷의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에 공극이 없

는 형상에서는 일반 으로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가장 

높은 수직자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계를 계산하면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가장 높은 계

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그넷의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의 임

계 류가 마그넷의 임계 류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고온

도 마그넷은 안쪽 팬 이크 권선에 더 높은 류를 흘릴 

수 있음에도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결정된 임계 류가 

이를 제한하므로 각 팬 이크 권선의 효율이 낮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심자장과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

안으로 서로 다른 길이의 공극을 설정하여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인가되는 수직자장을 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계산

했다. 

팬 이크 권선의 개수가 12개일때 공극이 없는 형상의 경

우 임계 류와 심자장, 균일도는 각각 28.8A, 378.5mT, 

3.78% 고,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의 경우 임계 류와 심

자장, 균일도는 각각 52.6A, 498.1mT, 1.92%로 계산되었다. 

균일도는 마그넷의 심자장과 마그넷의 심에서 10mm 떨

어진 지 의 자장 차이를 심자장으로 나 어 퍼센트로 나

타내었으며, 낮을수록 균일도가 높다. 최  공극이 설정됨으

로써 임계 류는 82.6%가 증가했고, 심자장은 31.6%가 증

가했으며, 균일도는 49.2%가 향상되었다. 이 게 임계 류와 

심자장, 균일도가 증가한 원인을 찾기 해 공극이 없는 

형상과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의 외부자장의 크기와 각도, 

임계 류, n-value, 계를 계산하여 비교했다.

먼  공극이 없는 형상과 최  공극이 있는 형상에 해 

팬 이크 권선의 각 턴에 인가되는 외부자장의 각도를 비교

했다.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은 공극이 없는 형상에 비해 

마그넷 형상의 높이가 길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 자장의 패

턴은 공극이 없을 때 보다 최  공극이 있을 때 더욱 길쭉

한 형태로 형성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  공극이 있는 

형상에서 각 팬 이크에 인가되는 자장의 각도는 공극이 없

는 형상보다 감소한다.  

그림 4(b)의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의 경우는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인 1번 팬 이크 권선에서 그림 4(a)의 공극이 

없는 경우 보다 체 으로 외부자장의 각도가 낮다. 이는 

최  공극이 설정됨으로써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인가되

는 수직자장의 크기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1번 팬

이크 권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도가 증가하 다. 

이것은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집 으로 인가되던 수직

자장이 최  공극을 설정함으로써 각 팬 이크에 고르게 인

가되기 때문이다. 최  공극은 마그넷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자장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서 제한되던 임계 류를 높여서 심자장을 증가시킨다. 



기학회논문지 60권 4호 2011년 4월

756

    (a) 공극이 없는 형상        (b) 최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4 팬 이크 권선의 각 턴에 인가되는 외부자장 각

Fig. 4 Angle of magnetic field applied to each turn of 

pancake windings

외부자장의 크기는 최  공극이 설정됨으로써 외각부분 

팬 이크 권선들이 심에서 거리가 멀어져 체 으로 그

림 5의 1번과 2번 팬 이크 권선 같이 감소하 고, 심부분 

팬 이크 권선들은 임계 류가 상승하여, 그림 5의 3, 4, 5, 

6번 팬 이크 권선 같이 체 으로 증가하 다. 심자장

은 부분 심부분 팬 이크 권선에서 발생되므로, 앞서 설

명한 임계 류의 상승이 심부분 팬 이크 권선들의 체

인 자장을 증가시켰다.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외부자

장의 크기는 최  공극이 설정되었을 때 체 으로 낮아졌

는데, 이는 임계 류를 증가시킨 큰 원인  하나이다. 한 

팬 이크 권선들이 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그넷 형상

의 세로 길이가 길어져 균일도를 향상시킨다.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의 외부자장의 크기가 반 으로 

감소하고, 앞서 설명한 외부자장의 각도도 체 으로 낮아

졌기 때문에, 임계 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을 제외한 팬 이크 권선들의 외부자장의 크기

와 각도가 체 으로 증가하여 이  하나가 임계 류를 제

한할 수도 있다. 

    (a) 공극이 없는 형상        (b) 최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5 팬 이크 권선의 각 턴에 인가되는 외부자장의 크기

Fig. 5 Magnitude of magnetic field applied to each turn of 

pancake windings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자장의 크기의 변화와 각도의 

패턴변화로 인해 임계 류가 상승하고, 그 원인으로 심자

장이 증가한다. 임계 류는 그림 6(a)의 공극이 없는 형상의 

경우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인 1번에서 제일 낮았다. 그래서 

안쪽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가 높아도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의해 체 마그넷의 임계 류는 제한된다. 본 논문

에서는 최  공극을 설정하여 체 마그넷의 임계 류를 제

한하는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의 외부자장의 크기와 각도를 

낮추어 임계 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최  공

극이 설정 되었을 때 그림 6(b)의 3, 4, 5, 6번 심부분 팬

이크 권선들은 임계 류가 감소하 다. 이는 최  공극이 

설정됨으로써 체 임계 류가 비교  균일해져, 선재의 효

율을 높이는 결과다. 공극이 없는 경우 최외각 팬 이크 권

선에 걸리는 최  수직자장에 의해 제한되었던 임계 류의 

값이 최  공극이 설정됨으로써 28.8A에서 52.6A로 82.6% 

증가하 다. 

그림 6에서 각 팬 이크 권선의 75에서 80턴 사이에서 값

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장의 각도가 그 부분에서 90도로 

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각 팬 이크 권선의 75에서 80

턴 사이는 수직자장이 수평자장보다 월등히 큰 부분이다. 

n-value에 한 분포를 그림 7에 나타내었으며, 체 인 

패턴은 임계 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공극이 없는 형

상에서 각 팬 이크의 최  n-value는 1번 팬 이크에서 6

번 팬 이크까지 각각 7.03, 8.11, 9.23, 10.67, 12.96, 17.69이

며, 최  공극이 있는 형상에서 각 팬 이크의 최  

n-value는 1번 팬 이크에서 6번 팬 이크까지 각각 9.27, 

9.49, 9.64, 9.99, 11.15, 14.19로 계산되었다. 최  공극이 설

정됨으로써 n-value도 비교  균일하게 변화하 다.

   (a) 공극이 없는 형상      (b) 최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6 팬 이크 권선 각 턴의 임계 류

Fig. 6 Critical current of each turn of pancake windings

    (a) 공극이 없는 형상      (b) 최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7 팬 이크 권선 각 턴의 n-value

Fig. 7 n-value of each turn of pancake windings

심자장을 결정하는 임계 류의 산정은 앞서 설명한데로 

발생 계와 임계 계의 수렴도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임

계 류는 발생 계가 임계 계의 98%～100%에 수렴하 을 

때의 값으로 결정된다. 그 기에 발생 계의 크기는 임계

류를 결정하는데 큰 요한 제약요소이다. 그림 8(a)와 같이 

공극이 없는 마그넷의 경우는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최

 계가 발생하기에 임계 류가 가장 낮다. 이 상은 최

외각 팬 이크 권선 부분에 걸리는 수직자장이 가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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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최  공극이 설정됨으로써 그림 8(b)와 같이 계

가 1번 팬 이크 권선에서 낮아졌고, 2, 3, 4, 5번의 팬 이

크 권선에서 계는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외부자장의 크

기와 각도가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낮아졌고, 다른 팬

이크 권선에서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그넷 체 

임계 류를 제한하는 팬 이크 권선이 최외각 팬 이크 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최  공극이 설

정됨으로써 마그넷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공극이 없는 형상은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 최 로 걸리

던 수직자장에 의한 임계 류 산정으로 선재의 효율성이 낮

다. 그러나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은 수직자장이 모든 팬

이크 권선에 비교  균일하게 인가되어 그림 8의 1, 2, 3, 4

번 팬 이크 권선이 비교  균일한 계를 띄고, 비교  균

일한 임계 류를 갖게 된다. 이는 선재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키며 임계 류를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심자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a) 공극이 없는 형상        (b) 최 공극이 있는 형상

그림 8 팬 이크 권선 각 턴의 계

Fig. 8 Electeic field of each turn of pancake windings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의 길이는 심자장과 균일도를 향

상시키기 해 진화론  방법으로 최 화했다[10]. 그 결과 

표 4와 같이 각 팬 이크 권선의 개수에 따른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의 공극 길이가 계산 되었다. 패턴을 보면 팬 이

크 권선의 수가 증가할수록 심 부분 팬 이크 권선 사이

의 공극들은 거의 일정하고, 최외각 팬 이크 권선의 갭은 

일정 길이에 수렴을 하고 있다. 팬 이크 권선들은 심 부

분으로 모임으로써 심자장의 증가를 이루려는 성질과, 넓

게 퍼짐으로써 인가되는 수직자장을 여 임계 류를 높여

서 심자장의 증가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은 서로 상반되며, 심자장을 최 로 하는 교차 이 최

으로 계산되었다. 최외각부분의 공극길이가 일정 값으

로 수렴해가는 패턴을 가짐으로, 더 많은 팬 이크 권선의 

수를 사용한 형상도 용 가능하다. 표 4에서 G1은 마그넷

의 심부분 팬 이크 권선 사이의 공극의 길이를 나타내고, 

순차 으로 최외각부분 팬 이크 권선 사이의 공극 G6까지 

표 하 다.

팬 이크 권선의 수를 4개부터 12개까지 2개씩 증가시키

며,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에 공극이 없는 경우와 최  공극

이 있는 경우의 임계 류와 심자장 그리고 증가율을 표 5

에 나타내었다.

임계 류와, 심자장의 증가율은 다음 식 (6)으로 계산하

다. 식 (6)의 는 최 화된 형상의 심자장을 의미하며, 

는 공극이 없는 형상의 심자장을 의미한다.

No. of 
pancake 
windings

Gap between pancake windings

     

4 2.9 20.6

6 3.1 10.4 18.6

8 3.2 6.2 11.3 16.8

10 3.4 5.3 7.5 11.5 16.5

12 2.6 3.2 5.4 8.4 11.7 16.5

표   4 팬 이크 권선의 개수에 따른 최 공극 길이 

(단  : mm)

Table 4 Optimal gap length at various no. of pancake windings

 

 
×               (6)

개별 인 공극을 여러 마그넷 형상에 용시키기 해서 

팬 이크 권선의 개수를 4개부터 12개까지 2개씩 증가시키

며 계산하 고, 각 경우의 임계 류와 심자장을 공극이 없

는 경우와 최 공극이 있는 경우로 나 어 표 5에 나타내었

다. 임계 류 증가율의 체 인 패턴은 팬 이크 권선의 

개수가 4개일 때 59.4%에서 팬 이크 권선의 개수가 12개일 

때 82.6%로 팬 이크 권선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심자장의 증가율의 경우 증가량만 본다면 꾸 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공극이 없는 마그넷 형상에서 팬 이크 수

가 많을수록 높은 심자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증가율은 감

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No. of pancake windings

4 6 8 10 12

Ic

No gap

(A)
41.1 34.9 31.9 30.0 28.8

Optimal 
gap (A)

65.5 60.9 57.0 55.8 52.6

Ratio

(%)
59.4 74.5 78.7 86.0 82.6

B0

No gap

(mT)
201.9 251.8 298.0 340.3 378.5

Optimal 
gap (mT)

266.5 341.6 401.3 455.1 498.1

Ratio

(%)
32.0 35.7 34.7 33.7 31.6

표   5 팬 이크 권선의 개수에 따른 임계 류와 심자장

Table 5 Critical current and central magnetic field at various 

no. of pancake windings

6. 결  론

팬 이크 형태로 권선한 고온 도 마그넷에서 공극이 

없는 경우는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부분의 수직자장

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외각 팬 이크 권선에서 가장 높은 

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든 팬 이크 권선의 임계 류

가 제한된다. 안쪽 팬 이크 권선부분들은 류를 더 흘릴 

수 있음에도 최외각 팬 이크 권선부분에서 결정된 임계

류로 인해 류를 높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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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극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팬 이크 권선에서 비교

 균일한 수직자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일한 계를 띄게 

된다. 그래서 모든 팬 이크 권선에서 비교  균일한 임계

류가 계산된다. 최  공극이 있는 형상은 사용된 선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계 류와 심자장이 크게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자장과 균일도의 향상을 목 으로 팬

이크 권선 사이에 서로 다른 공극의 길이를 진화론  방

법으로 최 화했다. 그 결과 팬 이크 권선의 수가 12개일 

때, 임계 류는 공극이 없을 때 28.8A에서 최  공극을 설정

하 을 때 52.6A로 82.6%가 상승했고, 심자장은 공극이 없

을 때 378.6mT에서 최  공극을 설정하 을 때 498.1mT로 

31.6%가 상승했으며, 균일도는 3.78%에서 1.92%로 49.2%상

승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팬 이크 형태로 권선한 고온 도 

마그넷에서 각 팬 이크 권선 사이에 최 공극을 설정하는 

방법은 재까지 알려져 있는 별도 원, 형상최 화 같은 방

법들 보다 심자장의 향상에 효과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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