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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of the n = 1 MHD β Limits on the Aspect Ratio in Tokam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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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dependence of the n = 1 global beta limit without wall
stabilization on the aspect ratio in tokamaks. For all aspect ratios, the maximum stable β values
generally increase as the safety factor at the magnetic axis increases. The maximum βt and maximum βN increase considerably as the aspect ratio becomes tighter while the maximum βp does
not change much. The maximum β depends on the profile of the plasma current density such that
it increases with increasing internal inductance. This behavior is dominant for large aspect ratios
and for low plasma currents, but becomes negligible for tight aspect ratios. As the plasma current
increases, the maximum βp and the maximum βN decrease, while the maximum βt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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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막에서 Aspect Ratio가 n이 1인 자기유체동역학적 한계 β 에
미치는 영향
권오진∗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8년 12월 11일 받음, 2019년 1월 1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토카막의 외관비 A가 플라즈마 전류가 일정하고 도체 벽의 안정효과를 무시하였을 때 n
이 1인 자기유체역학적 모드에 대해 안정한 β 의 최대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조사하였다.
모든 A 에 대하여 최대 β 값은 일반적으로 q0 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최대 βp 는 A 에 따라 별로 변하지
않지만, 최대 βt 와 최대 βN 은 A 가 감소하여 구형 토카막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증가한다. 최대 β 값은
플라즈마 전류밀도의 형태에 의존하는데, 내부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값도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A 가 크거나 플라즈마 전류가 작을 때 현저하게 나타나고, A 가 1에 접근함에 따라 거의 사라진다.
전체 플라즈마 전류가 커지면 최대 βt 는 증가하지만 최대 βp 와 최대 βN 은 감소한다.
PACS numbers: 52.55.Fa, 52.65.-y, 52.30.Cv, 52.35.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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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토카막의 핵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의 곱인 압력은 일반적으로 단위가 없는 양인 β 를 사용
2
하여 표시하는 데, βA = 2µ0 ⟨kB (ne Te + ni Ti )⟩⁄⟨BA
⟩이다.
이는 플라즈마의 압력의 자기압에 대한 비이다. ⟨· · · ⟩ 은
플라즈마 부피에 대한 평균을 표시하고, µ0 은 진공의 투자
율, kB 는 Boltzmann 상수, ne 는 전자의 밀도, Te 는 전자의
온도, ni 는 이온의 밀도, Ti 는 이온의 온도이다. 아래첨자
A 가 t 일 때는 toroidal 방향, p 일 때는 poloidal 방향을 나
타낸다.
Aspect ratio가 큰 토카막의 경우 이상적인 자기유체동
역학적 (ideal magneto-hydro-dynamic, MHD) 으로 안정
한 βt 의 한계는 28ε⁄qa %으로 계산되었다 [1]. 여기서 qa
는 플라즈마 경계에서의 안정 계수(safety factor)이고, ε =
a⁄R0 는 토카막의 외관비 (aspect ratio) A의 역수인데, a는
플라즈마의 반지름, R0 는 토카막의 중심축에서 플라즈마의
기하학적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많은 표준적인 토카막의 ε
값은 0.3 정도이며 ε 가 1에 가깝게 커질수록, 즉 A 가 1에
가깝게 작아질수록 구형 토카막 (spherical tokamak) 에 가
까운 형태를 갖게 된다. 구형 토카막의 경우 표준적인 토카
막보다 ε이 크므로 더 큰 βt 를 가질 수 있고 핵융합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실제 실험에서 표준 토카막에서는 한계 βt
가 몇 % 정도 값에 불과하지만, START(Small Tight Aspect Ratio Tokamak)에서는 βt = 40% [2], MAST(MegaAmpere Spherical Tokamak) 에서는 [3] βN = 6에 도달
하였다 [4]. βN 은 규격화된 β 혹은 Troyon 지수라고 [5]
불리는 양이며 βN = βt (%)⁄{IP (M A)⁄a(m)Bt (T )} 으로
정의된다. IP 는 플라즈마의 전류이다. NSTX(National
Spherical Torus Experiment) 에서는 [6] 플라즈마의 경계
모양과 변수의 형태의 최적화를 통하여 βt = 39%와 βN =
7.2를 달성하였다 [7].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체동역학적 모드 중 토카막 전 영
역에 걸쳐 플라즈마의 이동이 일어나는 n = 1 kink 모드가
[8] 만드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β 의 한계가 ε이 변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 가를 조사하였다. n 은 토로이달 모드
수인데, n = 1 모드는 불안정할 경우 토카막 실험장치에 큰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핵융합 조건에 근접하게
되는 미래의 토카막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드를 안
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도체 벽은 무시하였다. 플라즈마의
경계의 형태는 고정하였고, 두 가지의 플라즈마 전류에 대
하여 결과를 구하였다. II장에서는 플라즈마의 평형상태를
수치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ε 가
0.3, 0.5, 0.7인 경우에 한계 β 의 값을 정하였다. III장에서
는 결론과 토론을 기술하였다.

Fig. 1.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large current, ε = 0.3
tokamak.

II. Aspect Ratio가 플라즈마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1. 평형상태의 구축
토카막에서 toroidal 방향으로 대칭인 2차원 플라즈마의
평형은 Grad-Shafranov 식으로 [9,10] 알려진 다음의 식으
로 기술된다.
µ0 RJϕ = ∆∗ ψ = −µ0 R2

dF
dp
−F
.
dψ
dψ

(1)

여기서 R 은 토카막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는 원통좌표계
의 R 성분, Jϕ 는 toroidal 방향의 전류밀도, ϕ 는 toroidal
각, ψ 는 poloidal 방향의 자속, p = kB (ne Te + ni Ti ) 는 플
라즈마의 압력, F = RBϕ 이고, 타원연산자 ∆∗ 는
∆∗ = R

∂ 1 ∂
∂2
+
∂R R ∂R ∂Z 2

(2)

으로 정의된다. 비선형식인 식 (1)에서 ψ 는 독립변수인 동
시에 종속변수이므로 이 식은 일반적으로 해석적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치적으로 풀 수 있다.
토카막의 poloidal 단면에서 플라즈마 경계의 형태와 p′ ,
그리고 F F ′ 이 주어지면 플라즈마의 평형상태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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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βp and (b) βN limits as functions of q0 for large current, ε = 0.3 tokamak.

Fig. 2. (Color online) (a) pressure, (b) flux-surfaceaveraged toroidal current density,
and (c) safety factor
√
profiles as functions of s = ψN for points A and B of
Fig. 1(a).
여기서 ′ 은 ψ 에 대한 미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플라
즈마의 경계형태가 MHD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ε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그 형태를 고정하였다. 경계는 원
통좌표계에서 R = R0 + a cos (θ + δ sin θ), Z = κa sin θ
로 기술되는 상하대칭인 형태를 택하였고 κ = 1.7, δ = 0.5
로 하였으며, 다양한 p′ 와 µ0 p′ + F F ′ /R02 을 입력하여 평형
상태를 구하였다. 평형상태를 수치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HELENA 코드를 [11] 사용하였다.

2. ε = 0.3인 경우
Fig. 1(a) 는 ε = 0.3인 표준적인 토카막에 대하여 q0 가
변함에 따라 도체 벽의 안정효과가 없는 n = 1 에 의한 βt
의 한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보여준다. q0 는 플라즈마

의 자기축에서의 안정 계수 (safety factor) 이다. 이 계산
에서 IP 는 고정하였다. 주어진 평형상태의 안정성 여부는
MISHKA-1 선형 이상적인 MHD 안정코드를 [12] 사용하
여 결정하였다. 세 가지 형태의 µ0 p′ + F F ′ /R02 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p′ 의 함수형태를 변화
시켜 다른 q0 값에서의 한계 βt 를 구하였다. 각 점은 p′ 의
형태는 고정하고, 크기를 증가 혹은 감소시켰을 때 이상적
인 MHD 불안정성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점을 택하였다.
같은 µ0 p′ + F F ′ /R02 의 경우에는 q0 가 증가할 때 안정성이
증가하여 한계 βt 가 일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플라즈마 전류를 고정하였으므로 qa 값은 대략 2.7
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거의 일정하고, q 함수는 q0 가 증가
함에 따라 평평해지고 중간이 볼록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p′ 이나 µ0 p′ + F F ′ /R02 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전류
밀도의 형태가 변하여 생기는 결과이다. 전류밀도의 형태
변화를 반영하는 플라즈마의 내부 인덕턴스 li 는 Fig. 1(a)
의 각 점에 대하여 Fig. 1(b) 에 나타내었다. Fig. 1(a) 의
경향과 Fig. 1(b)의 경향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고, 같은
q0 값을 가진 평형들 중 li 가 커질수록 즉, 전류밀도 분포가
더 뾰족할수록 더 MHD 안정성이 더 증가하여 한계 βt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전류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한계 βt 는 q0 ∼ 1.2까지는 q0 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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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small current, ε = 0.3
tokamak.
Fig. 2는 Fig. 1(a) 의 A, B에서의 p, ⟨jϕ ⟩, q 를 s =

√

Fig. 5.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large current, ε = 0.5
tokamak.

ψN

정도 줄어들었다.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βp 와 βN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jϕ ⟩ 는 폴로이달 자속면에서 평

의 한계의 경향도 높은 IP 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균한 전류밀도, ψN 은 규격화된 ψ 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

한계 βp 의 최대값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한계 βN 의

기축에서 ψN = 0, 플라즈마 경계에서 ψN = 1 로 정하였

최대값은 βt 의 최대값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P 의 감소가

고 규격화된 반지름좌표의 역할을 한다. B의 평형은 A의

더 커서 33% 증가한 3.85가 되었다. Fig. 4(b) 에서 나타

평형에 비하여 q0 가 높은데, 압력의 분포는 더 평평하고,

난 내부 인덕턴스의 경향 역시 Fig. 1(b) 와 유사하였고, li

⟨jϕ ⟩ 는 중심에서 더 오목하며 이에 따라 q 는 중심에서 더

의 최대값은 20% 정도 증가하였다. p, ⟨jϕ ⟩ 와 q 의 형태의

볼록하여 역전이 심해진다. 같은 q0 의 경우 한계 βt 나 li 가

변화도 Fig. 2에서 높은 IP 의 경우에서 보인 변화와 같은

더 큰 평형은 압력의 분포의 폭이 더 넓고 전류밀도는 더

경향을 보였다.

뾰족한 경우이다. 이는 표준적인 ε 의 토카막에서 역전된
q shear를 가진 중간이 볼록한 q 형태의 평형상태에 대하
여 플라즈마의 압력형태가 뾰족한 경우와 [13] 평평한 경우

3. ε = 0.5인 경우

에 대하여 [14] β 의 한계에 대하여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Fig. 3은 βp 와 βN 의 한계를 q0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경향은 βt 한계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

Aspect ratio를 줄여 ε = 0.5인 경우 높은 전류에 대하여
q0 가 변함에 따라 βt 의 한계가 어떻게 변하는 지 Fig. 5(a)

플라즈마 전류를 Fig. 1의 경우의 2/3으로 줄였을 때 βt

에 표시하였다. 전류의 크기는 플라즈마의 중심축에서 자

의 한계를 q0 의 함수로 Fig. 4(a) 에 표시하였다. 전류가

기장의 세기가 같고 플라즈마 단면의 크기가 같다고 할 때

줄어듦에 따라 qa 는 거의 모든 평형상태의 경우 대략 4.3

ε = 0.3일 때의 높은 전류와 같은 크기의 전류를 갖도록

으로 증가하였고, q 의 형태가 중간이 볼록해지는 경우는 높

하였다. 네 가지 µ0 p′ + F F ′ /R02 의 경우에 구하였는데, ε

은 전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q0 에서 나타났다. Fig. 1

= 0.3일 때와는 달리 한계 βt 는 전류밀도의 분포에 거의

과 비교할 때 한계 βt 의 경향은 유사하지만 최대값은 10%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q0 에 대하여 유사한 값을 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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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Eigenfunction plot of the perpendicular displacement
of the no-wall n = 1 mode as a
√
function of ψN for point (a) A and (b) B in Fig. 5(a).
것을 알 수 있다. 즉, Fig. 5(b) 에 표시한 각 점에서 내부
인턱턴스는 평형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하여 한계 βt 는
이에 관계가 없다. 한계 βt 는 q0 ≃ 1.6까지는 q0 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하다. ε = 0.5
인 경우 한계 βt 의 최대값은 약 15.5%로 ε = 0.3인 경우의
최대값인 5%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이 된다. 한계 βp 와 βN
의 그래프의 경향도 Fig. 5(a)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단순
화를 위하여 그림은 생략하였다. 한계 βN 의 최대값은 ε =
0.3인 경우보다 90% 정도 증가하였고, 한계 βp 의 최대값은
10% 정도 증가하였다.
Aspect ratio가 줄어듦에 따라 qa 값은 3.5∼4.0이 되고
q 의 형태가 중간이 볼록하기 시작하는 q0 값은 더 커진다.
Fig. 5(a) 의 A, B에서의 n = 1 고유함수를 Fig. 6에 각각
표시하였다. A 점의 경우 (Fig. 6(a)) 최소 q 값이 1.1이므로
q = 1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로이달 모드 결합(toroidal
mode coupling) 으로 인하여 m = 1 성분이 가장 크다. 여
기서 m은 폴로이달 모드 수이다. q = 2 면은 m = 2 성분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ψN 보다 조금 큰 ψN 에 있다. 논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Fig. 1(a) 의 A 점에서의 고유함수의
형태는 Fig. 6(a) 와 유사하지만 qa 값이 낮기 때문에 m 이
높은 성분이 이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Fig. 5(a)의 A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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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small current, ε = 0.5
tokamak.
B 점으로 이동할 때 q0 값이 커지므로 B 점의 고유함수는
Fig. 6(b) 에서 보는 것과 같이 m = 1 성분은 작아지고, m
= 2, 3 성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플라즈마의 변형이 ψN
이 더 큰 곳, 즉 플라즈마의 외곽 부분에서 커지게 된다.
Fig. 7은 ε = 0.5이고 낮은 IP 일 때의 한계 βt 와 각 점
에서의 li 를 표시한 것이다. 이 때의 IP 도 Fig. 5의 경우의
2/3이 되게 하였다. 한계 βt 는 Fig. 5(a) 에서 표시한 높은
IP 의 경우와는 달리 전류밀도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ε = 0.3 경우와 같이 q0 가 같을 때는
li 가 커질수록 한계 βt 의 값이 증가한다. 하지만,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Fig. 4(a)의 ε = 0.3의 경우와 비교하면
최대 한계 βt 는 중간이 볼록한 q 형태를 포함할 경우에는 3.1
배, 납작한 q 형태만 고려할 경우에는 약 2.6배 증가하였다.
최대 한계 βp 는 중간이 볼록한 q 형태를 포함할 경우에는
12%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 감소하였고, 최
대 한계 βN 는 1.6∼1.9배 증가하였다. Fig. 5(a)의 높은 IP
의 경우와 비교하면 최대 한계 βt 는 q 형태에 따라 11∼18%
감소하였으나, 전류가 감소한 효과에 따라 최대 한계 βp 는
1.8∼2.0배 최대 한계 βN 은 20%∼33% 증가하였다.
Fig. 8에는 Fig. 7(a) 의 A, B에서의 n = 1 고유함수를
각각 표시하였다. Fig. 6에서와 같이 q0 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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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Eigenfunction plot of the perpendicular displacement
of the no-wall n = 1 mode as a
√
function of ψN for point (a) A and (b) B in Fig. 7(a).
(Fig. 7(a)의 A와 B에서의 q0 는 각각 1.1과 1.5이다) m = 1
성분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m 성분보다 작아진다. 높은
IP 에서는 qa 가 3.5∼4.0이지만 낮은 IP 의 경우에는 6.1∼7.7
이므로 Fig. 6과 비교하여 Fig. 8에서는 더 높은 m 성분들이
나타난다. qa 는 ε = 0.3일 때는 q0 값이나 µ0 p′ + F F ′ /R02
의 형태에 거의 무관하게 전류가 같을 경우 일정하였지만,
ε = 0.5일 때는 이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4. ε = 0.7인 경우
본 장에서는 aspect ratio를 더 줄여 거의 구형 토카막에
가까운 경우에 β 의 한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표적인
구형 토카막인 START는 [2] ε = 0.15/0.2 = 0.75, MAST
는 [3] ε = 0.6/0.9 = 0.67, NSTX는 [5] ε = 0.68/0.85 =
0.8, 그리고 VEST는 [15] ε = 0.3/0.4 = 0.75인데, 본 연구
에서는 ε = 0.7을 택하였다. Fig. 9에는 높은 전류에 대하여
한계 βt 와 각 점에서의 li 를 표시하였다. 높은 전류의 실제
실험에서의 크기는 플라즈마의 크기와 B0 에 따라 다른데,
a = 0.25m, B0 = 0.1 T인 VEST의 경우 97.5 kA에 해
당한다. Fig. 9에서 한계 βt 는 전류밀도의 분포의 변화에

Fig. 9.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large current, ε = 0.7
tokamak.
따른 li 의 변화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q0 에 의존하는데, q0
가 커짐에 따라 증가의 정도가 줄어들지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 βt 의 최대값은 중간이 볼록한 q 형태
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q0 = 1.7에서 27%,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q0 = 1.4에서 25%에 도달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한계 βp 와 한계 βN 도 한계 βt 의 경우와 같이 li
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q0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qa
는 전류밀도의 형태에 따라 6.7∼7.4로 나타났다. 전체 전
류의 크기가 일정하더라도 qa 는 ε 이 증가할 때 더 큰 값을
가진다.
Fig. 10은 낮은 전류의 경우 한계 βt 와 각 점에서의 li 를
그린 것이다. ε = 0.5일 때는 높은 전류의 경우에는 한계 βt
의 li 의존도가 없고 낮은 전류의 경우에는 의존도가 나타
났지만, 구형 토카막의 경우에는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li 의 의존도가 무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전류의
경우 qa 는 전류밀도의 형태에 따라 11.7∼14.5로 나타났다.
고유함수는 Fig. 6과 Fig. 8에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게 q0
가 증가하면서 높은 m 성분의 기여가 더 커졌고, 낮은 전류
의 경우에 더 많은 m 성분이 나타났으며, 논문의 단순화를
위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구형 토카막의 경우에는 모드의
결합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ε이 작을 때와 비교할 때 m = 1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q0 에 대해서도 지배적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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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or online) (a) βt limt and (b) internal inductance as functions of q0 for small current, ε = 0.7
tokamak.

III. 결론과 토론
본 연구에서는 도체 벽의 안정효과는 무시하고 n = 1
kink 모드에 의한 한계 β 가 aspect ratio에 따라 어떻게 변
하는지 조사하였다. 두 가지 크기의 전류를 고려하였고, p′
′

과 µ0 p + F F

′

/R02 의

형태 및 크기의 변화를 통하여 한계 β

를 q0 의 함수로 구하였다. Aspect ratio, 플라즈마의 형태,
전체 전류를 고정하였을 때 한계 β 는 본 연구에서 택한 압
력과 전류밀도의 형태의 범위 안에서 ε = 0.3인 표준적인
토카막의 경우 q0 ≤ 1.2 에서는 q0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였지만 그 보다 큰 범위에서는 q0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였다. 구형 토카막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q0 에까지 한계
β 가 증가하거나 포화되었다.
Aspect ratio가 변할 때 최대 한계 β 에 대한 결과를
Fig. 11에 요약하였다. Fig. 11(a)에 나타나듯이 최대 한계
βt 는 ε가 0.3에서 0.7로 증가할 때 높은 전류의 경우 5.4배,
낮은 전류의 경우 5.0배로 현저하게 증가한다. 즉, 플라즈
마 단면적, 자기장, 전류가 같을 때 구형 토카막이 표준적
인 토카막에 비하여 핵융합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한계 βN 도 Fig. 11(b) 에서 보듯이 최대 한계
βt 와 같이 구형 토카막에서 더 높이 나타나는데, ε 가 0.3

Fig. 11. (Color online) Maximum stable (a) βt , (b) βN ,
and (c) βp values for large and small currents as functions
of ε.
에서 0.7로 증가할 때 높은 전류의 경우 2.3배, 낮은 전류의
경우 2.2배로 최대 한계 βt 보다 증가도가 낮다. Fig. 11(c)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대 한계 βp 는 ε 에 거의 관계하지
않았다. Fig. 11에서는 중간이 볼록한 q 형태를 가진 평
형을 포함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평평한 q 형태만
고려하더라도 결론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플라즈마의 자기
중심 축이 다양한 플라즈마의 조건에 의하여 기하학적 중심
축으로부터 이동하는 Shafranov 변이가 클수록 플라즈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16], 변이의 크기가 ε 에 따라 증가
하므로 [17,1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대 한계 β 의 경향은
이와 일치한다.
같은 ε 일 때 플라즈마의 전류가 증가하면 본 연구에서
택한 플라즈마 평형조건의 범위에서 최대 한계 βt 는 증가
하지만 최대 한계 βN 은 감소하는데, 그 차이는 ε이 커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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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증가한다. 최대 한계 βp 는 낮은 전류에 더 높으며 ε의
의존도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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