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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HTS racetrack-type coil without

turn-to-turn insulation was characterized by

critical current, sudden discharge, and

over-current tests with respect to external

pressures applied to the straight sections of

the coil.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non-insulated HTS racetrack-type coil was

remarkably enhanced with increasing external

pressure applied to the straight sections of

racetrack-type coil. Furthermore, over-current

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non-insulated

HTS racetrack-type coil with increased

turn-to-turn thermal contact has the potential

to be manufactured into field coils of HTS

wind turbine generators with highly enhanced

thermal and electrical st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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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및 에너지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청정

한 자연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효율적이며 신뢰성 높

은 대체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에너지 가운데 풍력은 신재

생 청정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효율성이 높은 자원 중

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 [1-3]. 따라서 풍력발전 시스템의 대용량

화 추세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 및 운용의 경제성 확보

를 위하여 고효율, 고부가가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초전도 응용기술을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에 적용하고

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높은 임계 전류

밀도와 고자기장 발생이 가능한 2세대 고온초전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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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에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동일 용량 상전도

발전기에 비해 무게와 크기를 약 1/3까지 낮출 수 있으

며 건설비용을 60 %까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2

세대 초전도체를 이용한 초전도 응용기술은 10 MW

급 이상의 대형 풍력발전기기 개발에 있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2세대 고온초전도

코일의 턴과 턴 사이 절연물질을 제거하는 무절연 권

선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 하였다 [5-10].

무절연 권선법은 절연 되어 있지 않은 인접 턴 간의

열 접촉을 통해 코일의 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코일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초전도 마그넷 제작에 활용

하게 된다면 열적 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컴팩트한 초전

도 풍력발전기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이스트랙 형상을 갖는 풍

력 발전기용 초전도 코일은 직선구간에서 턴 간 물리

적 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11-15], 특히 무절

연 권선법이 적용된 무절연 코일의 열적 안정성은 인

접 턴 간의 열 접촉이 중요한 관건으로, 무절연 코일

을 초전도 풍력발전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는 무절연 레이스트랙 코일의 직선구간 열 접촉에 따

른 열적 안정성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절연 레이스트랙형 코일의

직선구간 밀착정도에 따른 코일의 열적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임계전류, 급방전 및 과전류 테스트를 통해 턴

과 턴 사이의 절연물질을 제거한 GdBCO 레이스트랙

팬케이크 코일의 직선구간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열

적/전기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바

탕으로 턴과 턴 사이의 절연물질이 제거된 고온 초전

도 레이스트랙 코일의 대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전

도 코일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실험방법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남의 GdBCO coated

conductor 선재의 사양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선

재는 기판-완충층-GdBCO 초전도층의 순서로 다층 박

막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주변을 구리 (Cu) 안정화

재층이 둘러싸고 있고, 안정화재층 양면에는 납 (Pb)층

과 함께 황동 (Brass)이 적층되어 있다.

그림 1은 제작된 레이스트랙형 팬케이크 코일과 코

일의 직선부 가압을 위한 장치의 사진이다. 제작된 코

일에 대한 사양은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레이

스트랙형 팬케이크 코일은 fiber-reinforced bakelite

보빈에 GdBCO 선재를 총 30 턴 권선하여 제작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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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GdBCO CC tape.

Parameters Values

제조회사 SuNAM

너비 ∼4.12 mm

두께 ∼0.21 mm

황동층 두께 40ⅹ2 μm

납층 두께 15ⅹ2 μm

구리 안정화재층 두께 20ⅹ2 μm

완충층 두께 0.085 μm

GdBCO 초전도층 두께 0.9 μm

Hastelloy 기판 층 두께 60 μm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GdBCO racetrack

pancake coil.

Parameters Values

총 선재 길이 8.5 m

턴간 절연 방법 No insulation

턴수 30

곡선구간 내경 50 mm

곡선구간 외경 62.6 mm

직선구간 길이 50 mm

코일 상수 0.49 mT/A

인덕턴스 140 μH

며, 코일의 직선구간 길이는 50 mm 이며, 곡선구간의

내경 및 외경은 각각 50 mm 와 62.6 mm이다. 본

실험에서는 코일의 직선구간에 대한 턴간 밀착 정도의

변화를 주기위해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압력

(P = 0.25, 0.50, 0.75, 1.00 MPa)을 가해주었

다. 코일의 중심 자장은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가우스미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모든

실험의 전류, 전압, 자장은 data acquisition (DAQ)

시스템을 통해 관찰 및 기록하였다.

그림 2는 본 실험 장치의 등가회로 모델이다. 만약

무절연 코일에서 퀜치가 발생할 경우 전류는 초전도층

을 따라 코일의 권선 방향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절연

되어 있지 않은 인접한 층을 통하여 코일의 방사상 방

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무절연 코일의 저항

비등방성은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HTS), 코일의 권선

방향 저항 (Rθ), 턴과 턴 사이의 방사상 방향 저항

(RR)으로 표현 할 수 있다 [5].

3. 결과 및 토의

3.1. 임계전류 (Ic) 특성

그림 3은 턴과 턴 사이의 절연물질을 제거한

GdBCO 레이스트랙 코일의 직선구간에 가해지는 압력

에 따른 V-I 특성을 보여준다. 1 μV/cm criterion을

기준으로 측정된 코일의 임계전류 (Ic)는 압력이 0,

0.25, 0.50, 0.75, 1.00 MPa 일 때 각각 108.2,

110.5, 121.3, 123.8, 124.6 A로 측정되었다 (그림 4).

Fig 1. GdBCO racetrack-type pancake coil with

applied pressures in the straight sections.

Fig. 2. Equivalent circuit diagram which consists of

a power supply, a test coil in cryogenic environment

(shaded box with dashed outline), and a shunt

resistor [5].

즉, 코일의 직선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수록 임계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턴과 턴 사이의

물리적인 밀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절연 되어

있지 않은 인접한 층으로 과전류가 효과적으로 우회

되어, 결과적으로 코일의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6-17]. 그러나 0.5 MPa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임계전류가 더 이상 크게 증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0.5 MPa의 압력

으로도 턴과 턴 사이의 열 접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턴과 턴 사이의 절연물질을 제

거한 무절연 레이스트랙 코일의 경우 직선구간에 적절

한 크기의 압력을 가해 주게 되면 코일의 열적 안정성

을 충분히 향상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코일의 임계전류시험을 하는 동안 동시에

측정된 코일의 중심 자기장을 보여준다. 코일의 자기

장은 전류가 증가하는 동안 코일상수 (0.49 mT/A)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대략 95 A에서부터 포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전류의 증가와 상관없이 대략 47.3 mT의

크기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전도 상태를 벗어나는 과전류가 무절연 코일에 인입

되면 전류가 초전도층을 따라 흐를 뿐만 아니라 절연

되어 있지 않은 인접층으로 우회하여 흐르기 때문이

다. 하지만 모든 압력 조건에서 코일의 자기장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무절연 레이스트랙형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

기장의 경우 코일 직선 구간에 가해지는 압력 증가가

측정오차를 벗어날 만큼의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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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 curves of the test coil under various

external pressures applied to the straight sections.
Fig. 5. Axial center field vs. current curves of the

test coil under various external pressures applied to

the straight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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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rmalized axial center field vs. time curves

of the test coil measured from sudden

discharge testing at 60 A.

전시 코일의 전류가 정상적인 코일의 권선 방향뿐만 아

니라 절연되어 있지 않은 코일의 턴과 턴 사이 방향인

방사상 방향으로 소멸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직선부 인접 턴간의 저항 RR이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코일의 열적/

전기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열폭주 (thermal runaway) 조건

그림 7은 무절연 레이스트랙 코일에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을 때의 과전류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운전전류 (IP)에 도달하는 동안 전류는 1 A/s로 증가

되었으며, 운전전류는 전압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만약 코일의 전압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열폭주 (thermal runaway)현상이 발생할 경우

코일의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전류를

차단시켰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코일은 대략 95

초가 되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하

였으며 운전전류가 146 A (1.35Ic)에서 지속되면 전압

이 20.4 mV의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코일의 전압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과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줄열과 액체 질소에 의

한 냉각이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경우 95 초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포화되기 시작했으며 대략 47.3 mT의

Fig. 4. Critical currents (IC) of the test coil with

respect to pressures applied to the straight sections.

3.2. 급방전 특성

그림 6은 무절연 레이스트랙 코일의 급방전 테스

트 결과를 보여준다. 운전전류 (IP)는 60 A를 유지하

였으며, 코일의 자기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류의 급방전

에 따른 코일의 자기장 변화를 관찰하였다. 각 압력에

서의 시험 결과 비교를 위하여 측정되어진 모든 자기

장 값을 60 A에서의 자기장 값에 대해 정규화 시켰으

며, 정규화된 값이 0.37이 되는 시간 지점을 τ (자기

장의 감쇄 시간)로 결정하였다. τ는 코일에 가해지는

압력이 0, 0.25, 0.50, 0.75, 1.00 MPa로 증가함

에 따라 각각 4.25, 6.11, 7.6, 7.75, 7.75 초로 나

타났다. 즉, 코일의 직선 구간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

짐에 따라 τ값 역시 증가함을 보여준다. 코일에는 임

계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권

선 방향 저항 Rθ 는 0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 RR=L/τ과 측정되어진 τ 및 코일의 인덕턴스 (L
= 140 μH)를 이용하면 코일의 방사상 방향 저항 RR
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계산한 저항값 (RR)은
P = 0, 0.25, 0.50, 0.75, 1.00 MPa일 때, RR
= 0.033, 0.023, 0.019, 0.018, 0.018 mΩ 임을

알 수 있다. 즉, τ의 변화를 통하여 직선구간에 가해

지는 압력이 코일의 턴과 턴 사이의 저항인 RR값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임계

전류 값과 마찬가지로 0.5 MPa보다 더 큰 압력이 가

해졌을 때 τ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적절한 가압을 주었을 때, RR 값이 충분히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무절연 코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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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ver-current test results of the test

coil at P = 0 MPa.

Fig. 8. Over-current test results of the test

coil at P = 0.5 MPa.

크기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47 A (1.36Ic)의 운전전류

가 인가되면, 코일의 전압이 평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

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기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자기장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절연 되어 있지 않은 턴과

턴 사이로 단락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그림 8은 코일의 직선부위에 0.5 MPa의 압력을 가

하였을 때의 과전류 테스트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앞

서 수행되어진 조건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한 433 A

(4.01Ic)의 운전전류를 인가함에도 불구하고 열폭주 현

상이 발생하지 않고 전압이 22.63 mV의 크기로 일정

하게 유지되었으며, 자기장은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와 마찬가지로 95 초 지점에서부터 대략 47.3 mT의 크

기로 포화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없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p = 434 A (4.02Ic)가 되면 코

일의 열폭주 현상과 자기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 관찰된다. 즉, 본 실험 결과는 코일의 직선구간에

0.5 MPa의 압력을 가해주었을 때 코일의 열적 안정성

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무절연 레

이스트랙 코일의 열적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직선부

에 적절한 크기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절연 GdBCO 레이스트랙형 코일의

턴 간 밀착정도에 따른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코일의 직선 구간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임계전

류, 급방전 및 과전류 특성을 조사하였다. 무절연 코일

은 직선구간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임계

전류 (Ic)가 향상되었으며, 코일의 턴과 턴 사이 저항

(RR)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임계전류와 RR값
은 0.5 MPa보다 더 큰 압력이 가해졌을 때 크게 변하

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적절한 압력으로 턴과

턴 사이의 열 접촉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열폭주가 발생하는 전류는 압력이 가해지

지 않았을 때보다 0.5 MPa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대

략 3배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무절연 레이스

트랙의 경우 직선구간에 적절한 크기의 압력이 가해지

게 되면 RR이 감소하게 되고 퀜치시의 과전류와 줄열

이 효과적으로 분산 되어 결과적으로 코일의 열적 안

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턴 간

열 접촉이 향상된 무절연 레이스트랙형 코일은 열적

안정성이 향상된 대형 초전도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

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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