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신비 자기부상열차

☞ 강의 Tip.

기가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로 만든 자석이라 해도 모두 그

이번 단원에서는 전자석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기부상열차가

세기가 다르게 됩니다. 이 때 자화된 영구 자석은 이렇게 한 번 정해

부상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자기력의 반발로 인한

진 자기력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여 조절할 수 없으나 전자석

운행방식은 초전도체의 개념과도 함께 연관 지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은 자기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기력

▩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

막대자석 2개를 준비하여 한 개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한 개의 자석

(1) 선로와의 접촉이 없으므로 소음 진

을 점점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순간 가까이 가져간 자석은 끌어당기

동이 매우 적고 빠른 속력을 유지할 수

는 힘을 받거나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끌어당겨지는 힘을

있어 미래의 초고속 열차로 개발 중인

인력이라 하고,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 합니다. 자석의 두 극이 같을

자기 부상 열차의 기본 원리는 자석의

때(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척력이 작용

미는 힘, 즉 척력입니다.

하고, 서로 다른 두 극(N극과 S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

(2) 레일 위로 들어 올린 기차를 어떻

이 작용합니다.

게 움직일까?
레일에는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전자석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가 N극이라면 열차 바로 앞의 레일을 S극으로 만들어 N극이 S극에
척력

인력

끌려 앞으로 오도록 합니다. 열차가 다른 극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 바
닥에 닿으려고 할 때 레일의 S극을 재빨리 N극으로 바꾸고 열차 바로

▩ 자기력의 세기

앞의 레일을 S극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1) 자석 주위에서 자석의 N극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자석으로부터의 얼

열차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게 해 주려면 이

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와 같은 과정도 고속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급격하게 그 세기가 약해져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세기는 1/4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자석을 냉장고에 천천히 가져가 보면 붙으려는

☺ 재미있는 이야기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석이 덜컥 붙어버리

우리나라 최초의 자기부상열차

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 8월에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에서 초

(2) 영구 자석의 경우 자기력의 세기는 자화된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

전도 현상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기부상

로 강하고 일정한 자기력을 오래 받아 자화가 잘 된 것일수록 그 세

열차가 선보였습니다.열차의 운행거리는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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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되었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레일 위에 10∼20mm정도 떠서

초전도체로 도선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면 보통 자석 보다 수천 배

한번에 40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전자석

▩ 초전도체

(1)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속에 연철 막대를 넣어 자석과 같은

초전도체란 임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성을 나타

자기력을 가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

내는 물질로서, 전기 항이 0이며 자기장이 통과

에만 자석이 되고 전류가 끊어지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지 못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초전도성을 띠

전자석입니다. 그리고 자기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

는 물체로는 금속, 합금,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만들어 쓸 수 있는 편리한 자

※ 전기저항 : 전류의 흐름을 방해 하는 정도
수은의 비저항

석입니다 .

▩ 초전도성

(2) 전자석의 이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통신 수단이 획기적으로

(1) 각 초전도체마다 특유의 온도 이하에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전자석을 이용한 전선인데, 전선을 통해 전류를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이 온도를 임계 온

연결했다 끊었다 하면 전자석에 의해 철 핀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도라고 합니다. 도선의 전기 저항이 0이 되

서 약속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밖에도 산업 현장,

면 전류를 흘려줄 때 열이 발생하지 않게

가전제품 등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됩니다. 이 경우 초전도체로 만든 도선으로

▩ 초전도체의 연구 과제

송전선을 만들거나 변압기를 만들면 열손실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가 아주 낮아 실용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전혀 없게 되어 전기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효과

(2)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통
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 질은 초전도체가 강한 반자성(反磁性)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ect)라 합니다. 그
러므로 주위에 자석이 있을 경우 자석의 자기장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초전도체에 강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영구자석을 밀
어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
다. 이는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은의 경우에는 임계 온도가 영하 269℃로서 이 온도 이
하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임계 온도를 넘어서면 초전도
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가
상온인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고온이라
고 함은 우리가 느끼는 수백 ℃ 이상의 온도가 아니라 상온을 의미합
니다. 현재 약 영하 150℃ 정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
한 상태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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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상열차와 초전도체

단히 높고, 충ㆍ방전 속도가 빠르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것이 장점입니

무거운 기차를 띄우려면 상당히 강한 자력이 필요한데, 영구 자석으로

다. 이를 이용 하면 서울시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류를 지름

기차를 띄우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하고, 센 전류가 흐를수록 자

5cm의 초전도 전선에 가두어 운반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쉽게 끄집어

력이 강해지는 전자석으로도 기차를 띄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작스런 정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자석의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코일이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만

있습니다.

약 전자석 코일에 저항이 없다면 열차를 띄울 만큼의 큰 자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에 초전도체를 이용해 전 자석

☺ 재미있는 이야기

을 만들고, 레일의 같은 극끼리 반발하여 기차를 들어 올릴만한 자력

MRI에도 초전도체가 들어있다고?!

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전도 자석을 의학적으로 이
용하고 있는 분야로 자기 공명촬영
(MRI)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종양이나
☺ 재미있는 이야기

다른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 신체 연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조직의 깨끗한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

(1) 열이 나지 않는 핸드폰

이를 위해 MRI를 사용합니다. MRI는

핸드폰으로 장시간 전화를 하면 전화기

초전도 자석 덩어리입니다. MRI 안에

가 따끈따끈해집니다. 이는 다른 모든 가

서는 네 겹으로 이루어 진 초전도 자석이 환자를 꽁꽁 둘러싸고 있습

전제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품

니다.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면 환자의 몸에 있는 수소 이온(H+)이

내의 저항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

자성을 띱니다. 환자의 몸이 약한 자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습

기제품에서 발생하는 열 또한 이런 초전

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MRI입니다.

도체를 이용한다면 없앨 수 있습니다. 미

이 MRI를 이용하면 진단을 다른 방법보다 조기에 할 수 있지만 자기

래에는 이렇게 뜨거워지는 전화기는 아

공명촬영에 비용이 고가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온도의

마도 골동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초전도체의 개발에 따라 이 비용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2)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소(Super conduction Magnetic energy
storage : SMES)
전기저항이 제로인 초전도 코일에 자기에너지 형태로 손실 없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타 에너지저장 방식에 비해 저장효율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