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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응용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용융공정으로제조된

y-계 덩어리형 고온초전도체는액체질소 버등점인 77 K , 고자장에

서 104 A/cm 2 이상의 임계전류밀도 및 강력한 부상특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단기간내에 에너지 관련분야에 실용화 될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영구자석과 초전도체간의 부상을 이용하면， 초전도체위

에서 부상하여 회전하는 플라이휠 전력저장 장치를 제작할 수 있

다. 고온초전도체를 사용한 플라이휠은 에너지저장시 손실이율이

하루에 2% 이내로 매우적다.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휠은수 - 수섭

Wh 용량의 시제품제작을 통해 실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현재는

고강도， 저밀도의 섬유 복합재료의 개 발로 1000 m/sec 이상의 회

전속도가 가놓하게 됨으로써 수 kWh - 수 MWh 용량의 고온초전

도체 플라이휠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았다. 이와같은 대용량의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휠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초전도체

자기부상력 개발과 함께 저밀도， 고강도 재료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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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this articl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system using superconductor was summarized. 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exceeding 10 4 AJcm2 at 77K and strong levitation capacity have

been achieved in Y-Ba-Cu-O superconductor which is fabricated

by melting technique. Various applications using the levitation

properties of high-Tc superconductor is expected to come true in

near future. Especially, by utilizing the levitation force between

a permanent magnet and the superconductor, a flywheel system

which store electrical eIlergy 、 as mechanical energy can be

designed. The beneficial point of the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is that the energy loss is as low as -2% per a day and the

stored energy is so clean; ‘ that there is no waste-during operation.

The possibility of its practical application is proven through the

test of a prototype system with a capacity of a few Wh. Now, a

pilot scale test is doing with a aim of constructing the system

with a capacity of a few MWh. For this work, the levitation force

of superconducting material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development ofwheel material of a low density and high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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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7년에 발견된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는 전이온도가 77 K 이상으

로， 저가인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초전도 현상을 유지할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오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높은 외부자창하

에서 큰 전류를 저항없이 흘릴수있는 전류 롱전능력과 외부차장에 의한

자기부상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전도체의 높은 전류 통전능력은 산업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될 대용량 장치， 예를들어 에너지 저장장치. 초전

도를 이용한 송전， 모터 및 발전기등에 응용될수 있다. 최근에는 이들에

의 실용화에 필수적인 통전 전류의 증가륭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몇몇 분야에서는 벌써 실용화 초기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수 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해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온 초전도체를 본격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휩성. 유연

성등의 기계적 특성과， 고 자장하에서도 높은 임계 전류멀도를 유지할수

있는 초전도성을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덩어

리형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액체질소 온도에서 실용화에 필요한 104 AI

cm2 이상의 임계전류빌도를 보이고 있다 (l) (그림 1) . 용융공정으로 채

작된 덩어리형 고온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로는 차기 부상 특성

을 이용한 무접점 베어링과 에너지 저장을 위한 플라이휠 장치를 들 수

있다. 최큰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기전력은 12시간 단위즐 기준으로

약 30 % 정도의 수요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 절정기에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전력수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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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부자장과 고온초전도체의 엄계전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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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형젝왼 미국 Commonwealth Edison 회사의 전력수요 (MNe)

낮 밤

웰
-
댐

전력수요 7100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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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저장효율이 우수한 전력저장장치의 개발이 필요함을 악미한다. 이

런 관점에서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아휠 장치는 저장에너지의 용량

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저장에너지 자체가 환경을 파꾀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또한 최근 산업발달에 의

한 전력수요 급증은 대용량， 고효율의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을 더욱 절

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의 개발은 기술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고옹초전도체룰 이용한 플라이휠 장치가 가까운 미래에 설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소고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y-계 덩어려형

고온 초전도체의 제조공정과 에너지 분야에의 연구 현황 및 과제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2.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휠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휠은 초전도체위에 영구자석을 내장한 원판형

몸체를 회전시켜 에너지를 저장한 후 저장된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

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렴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플라이휠은 크게 3 부분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초전도체와 영구자석을 내장한 디스크로 구성되

어 있는 베어링， 회전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회전체， 그리고

동력발생 및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기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모터와 발전

기 (gene rator) 이다. 이외에도 진공， 냉각， 그리고 제어장치등이 펼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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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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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처장할 경우애는 1) 마찰에 의한 에

너지 손실이 거의 없고 2)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체 자장을 발생 함요로서

외부 자장 침투를 억제하는 마이스너(Meissner) 현상때문에 자기 부상

의 안정섬 ( stiffness) 이 향상되는 장접이 있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영구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베어령은 외부 자장 하에서 차석， 즉 회전자

의 안정화를 위하여 특수한 제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베어링

에 의한 마찰을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석간의 마찰과

제어장치등에 의한 에너지 효율 저하로 인해 시간당 최소한 1 %. 즉 하

루에 저장왼 에너지의 약 25 % 이상이 손실된다. 반면에 고온초전도체악

경우 저장된 에너지의 손실은 시간당 약 0.1 %. 즉 하루에 약 2% 에

지나지 않는다(21. 특히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임계 자기장이 10(77

K)-100(4 K) Telsa (3J에 이르므로 보다 광범위한 외부 자기장하에서

도응용이 가능하다.

2. 1. 고온 초전도체의 제조공정 및 특성

2. 1. 1. 용융공정 (4J

고전적인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다결정 초전도체는 여러개의 고각

입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입계사이에 불순물과 균열등으로 인해 높은 전

류를 훌릴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Bulk 형태의 y-계 초전도

체를 부분 용융시킨 후 셔서히 냉각할 경우 초전도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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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될뿐 아니라 Y2BaCuOs (211)과 같은 미세한 결함을 포함하는 큰

결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계 전류밀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용융 방법은 Jin등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5).

Mel t-texture -growth 공정은 초전도 분말을 포청 반응온도 (약 1000

。 C) 이상으로 가열하여 고상의 211과 Ba-Cu-。의 액상으로 부분 용융

시킨 후 다시 초전도상아 생성되는 온도로서서히 냉각시킴으로서 초전도

분말을 일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수 mm-em 크기의 커

다란 초전도컬청이 성장되며 결정내부에는 211 입자들이 포획된다.

211 잉여 조성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임계전류빌도가 1 T의 자장에서

104 A/em2 이상으로 211 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척으로 높다.

임계전류의 향상에 대한 211의 역활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J) 계면의

자력속박 자랴로 작용. 2) 잔류 액상의 제거. 3) 상 전이나 열충격에 의

한 미세-균열의 생성 및 전파를 억제하는둥유악한 효과를 준다(6).

용융공정된 초전도체는 흔히 여러개의 커다란 초전도 결정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결정 내에서의 초전도 입자들은 강하게 연결되어 일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결정사이의 업계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받는다. 결정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는노내에서의 온도 구배를 이용한 방향성

장법과 종자증식법이 사용되고 있다. 종자를 사용하여 입자를 성장서킬

경우 한 곳에서만 초전도 결정의 핵을 생성. 성장시킬수 있을 뿐만아니라

입자의 성장방향을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었다. 현재 종자로서는 MgO.

A120 3 • 5mBa20 3 • 그리고 NdBa2Cu 30y등이 사용되고 었다. 고온초전

도체에 제 2상 입자들을 첨가하게 되면 초전도체 내에 자력속박 자리가

증가되고， 그 결과 고 자장하에서 엄계전류멀도가 증가한다. 또한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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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입자들은 초전도체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백금이 나 세륨등의 경우 211 핵 생성자리를 증가시키고 액상의 특

성을 변화시킴으로서 211상을 미세화 시킨다.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제

조된 초전도체는 고 자장에서 104 A/cm2 이상으로 거의 설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고온초전도체에 중성입자를 조사할 경우 미세결함을 증가

시킬수 있고 그 결과 자력속박 자리와 임계전류밀도를 향상사킬수 았다.

2. 1. 2. 초전도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초전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초전도 자석으로 구

성된 폐쇄된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여 저장한 후 원하는 시기에 저장된 전

력을 외부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SMES( 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와 덩어리형 초전도체와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원판체

를 초전도체 위에서 회전시켜 에너지를 저장한 후 저장된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flywheel 장치가 있다. 초전도 자석으로 에

너지를 저장시킬 경우에는 애너지손실이 거의 없다. 현재는 Ni 3Ti 이나

Ni3Sn과 같은 저온 초전도선을야용한 초전도자석으로 이 장치를 개발하

고 있다. 고옹 초전도체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온(4.2K)에서 임계전류밀

도가 위 재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4.2K에서 저온 초전

도자석보다다량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액체질

소온도에서는 고온초전도체의 암계전류밀도가 낮기 때문에 77K에서 응

용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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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 플라

이휠을 들 수 있다- 그립 3은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위에 부상한 영

구자석을 보여준다· y-계 초전도체를 용융법으로 제조할 경우 결정립이

큰 초전도상을 성장시킬 수 있고， 초전도결정의 크기를 크게할수록 다량

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 초전도체위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플라이훨에 저장할 수 었는 에너

치도 많아진다. 그림4는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간의 혐의 형태를 보여준

다.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체는 외부자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력

(repulsive force) 뿐만 아니라， 차력이 초전도체에 포획되어 발생하는

인력 (attractive force)을 보유하게 되므로 회전체를 초전도체 위， 어

떤 임의의 위치에서 고정시켜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력은 자력

이 초전도체에 속박되는 flux pinning force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때

문에 플라이휠아 기계적으로 회전할 때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또

한 획전체의 균일성을 부여하고 회전체와 대기와의 마찰을 출일 수 있도

록 진공중에서 사용한다면 기계적인 회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상당

량감소시킬 수 있다.

2.2. 초전도체의 자기 부상력

초전도체는내부에 자장이 침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가되

기전에 내부에 침투되어 있던 자장도 밖으로 밀어내는 반차성 특성(마어

스너 효과)을 지니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외부자장이 1 차 임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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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y-계 초전도체위에서 영구자석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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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보다 낮은 자장에서는 type I 초전도체와 같이 완전 반자성체로 되

며. 외부자장이 He} 이상일 경우. 침투된 자력은 초전도체 내부의 미세

결함에 의한 속박 (pinning)으로 인하여 내부자장의 구배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초전도체의 부상력 (levitation force)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F’z = m x (dH z/d z) ) --------------------------- (l )

총 magnetic moment(m)은

m = VAJcd ------------------(---••---------- (2)

로 나타낼수 있다. 여기서 V는 초전도상의 부피벼.A는 지형인자. J c는

임계전류밀도.그려고 d는 전류 loops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고온

초전도체의 자력속박이나 임계 전류밀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자기 부상력

을 향상 시킬수있다. 또한 입자간의 결속력과 초전도업자를 크게 성장시

킴으로서 d를 증가시킬수 있으며 결국 부상력을 증가 시킬수있다. 고온초

전도체는 강한 이방성을 져니고 았으므로 입자들을 차장방향에 대해 알맞

게 일방향으로 배열 시컴으로서도 자기부상력을 향상시킬수 있다. 최근

개선된 용융공정에 의해 제작된 y-계 덩어려형 고온 초전도체는 단결정

또는 몇 개의 큰 결정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결정상대에

서는 입자들이 강하게 결속되어 일방향으로 배열되으므로강한 자기 부상

력을 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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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위면적당 부상력 (levitation pressure)

고옹초전도체를이용한 플라이의 주구성부는 초전도체와 그 위에 부

상되어 있는 영구자석이다. 따라서 베어링에서 단위면적당 부상력은 두

구성부간의 척 력 , 영구자석 차장의 제곱， 또한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에

도 비례한다. 단위면척당 부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1) 초전도채의

자기 부상력 향상. 2) 영구자석의 자력증가， 3) 두 자석간의 거리 단축등

을 통해 향상시킬수 있다. 현재 플라이휠의 단위면적당 부상력은 쉽게

100 kPa을 능가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플라이휠의 저장에너지

2.4. 1. 에너지밀도 (energy density)

플라이휠에 저장할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용량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

해 결정된다. 플라이휠의 회전체는 고속회전시 원섬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응력은 (rω2) 에 바례하므로단위 질량 (λm)및 단위부피당 (λ)의 저

장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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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m = Kg 0max / P ------------------------------ (3)

λv = Kg O'max ----------------------------------- (4)

여기서 Kg와 O'max는 각각 회전디스크의 지형인자와 최대 응력을 나타낸

다.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라이휠의 재료와 모양이 결정되면 단

위질량및 단위부펴당의 처장에너지는 회전체의 크기나 속도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표 2는 디스크 구조에따른 지형인자를 나타내는데， 이상척인

등압구조를 가진 디스크의 경우 지형인자는 최대값 1.0을 가진다. 또한

플라이휠의 에너지 밀도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전체 재료의 강도

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밀도에 고

강도를 가진 재료가 필수적이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개발된 섬유

강화 복합채료들이 일반 금속재료 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는 장점

이 었다. 만약 밀도 1.6 t/m3 , 최대 스트레스 1 GPa와 섬유강화채료

(FRP)를 사용하여 1 Mwh(3.6GJ)의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할 경우 부

피와 질량이 각각 6 m 3 , 10톤 규모의 플라이휠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Mishubishi 전기연구소에서는에너지밀도 100 Wh/kg을 목표로 고강

도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2. 4. 2 총 에너지용량

플라이휠을 이용하여 처장할수 있는 총 운동 에너지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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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Shape ofdisks and shape훌etors

Shape Title ShapeKjfact。r

용擁짱 Isostress disk 1.0

…擁~ Shape disk 0.9

ι%繼'l'lR;썽 Flat disk 0 ‘ 606

E랬짧 Rimmed disk 0.4

- ‘

ν~LI/LLA’i ‘/7//7.썼 Flat disk with bore 0.303

쩔$돕강 Flat disk with boss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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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tr많gth and energy d해sity offlywheel rna빼als

Mater뻐l
양ig/mBm2

CJA p gμp Ka
Wlhalkg

Rem.arks
&혹Imrri

Cast steel 50 40 7.7 5.2 0.8 11.3

High tel뼈Ie 80 64 7.8 8.2 0.8 17.6
steel

Mara휠ng 200 160 7.8 20.5 0.8 44.3
앙eel

Eglas화Epoxi 140 70 2.1 33.3 0.5 45 onl뼈ir훌tiona!

mater뻐l

CarbonlEpoxi 210 110 1.6 68.8 0.5 93 =

AromidlEpox 175 90 1.4 64.2 0.5 87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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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0.25Mr2ω2 ‘------------‘----‘---‘----- (5)

로 표시된다. 여기서 M은 회전판의 질량(Kg) ‘ r은 반경 (m). ω는 각속

도(rad/s)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저장량은 회전판의 무게에 직선적으로

비례하고， 회전속도와 회전판의 직경에는 그 제곱에 비례한다. 회전체의

회전속도 한계는 회전체의 직경과는 관계없이 회전시의 응력과 채료의 강

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개발된 급속합금은상대적으로낮은 강도와 높

은 밀도 때문에 회전속도 한계가 수 백 m/sec에 불과한 반면， 고강도， 저

밀도의 섬유 복합재료는 1000 m/sec 이상의 회전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저장에너지를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큰 회전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직경

이 큰 영구자석은 제작상 많윤 어려움이 따르브로 판상형의 차석을 여러

개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단 자석의 연결 부위에서 불균일한

자장으로 인해 회전시 마찰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여러층의 자석을 엇갈

리게 배열함으로서 마찰을 제거할수있다.

2.4.3. 플라이휠 drag

플라이휠의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서는 1) 영구자석의 불균

일한 자장과 그에 따른 초전도체의 자화약화. 2) 공기마찰， 그리고 3) 영

구자석의 불균일한 자장과 플라이훨 금속물 사이에 발생하는 eddy 전류

에 의한 손실등이 있다. 이들은 회전속도에 비례하는데， 영구자석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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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자장과 공기마찰에 의한 감소는 1차 함수로. eddy 전류의 손실은 2

차 함수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플라이휠의 회전력은 고속이 될수록 급격

히 감소된다. 최끈 독일에서 제작된 플라이휠의 경우 분자들간의 표면마

찰과 eddy 전류에 의한 회전 반발력은 7.6 X 10-10 Nm였으며， 그 중

75 %가 eddy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플라이훨

의 회전력 감소는 앓은 철끼움쇄를 영구자석 표면에 사용하여 자장을 균

일화 하고， 그 결과 eddy 전류의 발생을 줄임으로서 개선되었다. 포한 회

전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이휠은 진공에서 작동 되어야만 한

다. 일반 자석으로 제작된 플라이휠의 경우 회전력 감소로 인해 1 kg당

수 W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반해. 초전도 플라이훨의 경우 화전속도

2000 rpm에서 10-2 - 10-3 W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 또

한 플라이휠에서 자석의 차장중심과회전체의 무게중심이 어긋나 있을 경

우 처속에서는 차장중심을 축으로 회전하는 반면 고속에서는 무게중심으

로 회전축이 옮겨지므로고속에서는 회전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5 X 10-4

torr 진공에서 초전도체와 자석간의 간격을 6 mm 유지시킨 다음 5500

rpm으로 회전시킨 결과 두 중심이 일치 하지 않았을 경우 4 시간 후에

회전체가 정지했으나， 일치되었을 경우에는 10 시간 지속되었다 (10).

3. 플라이휠의 응용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처장장치가성공적으로실용화 되

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 저장능력， 기폰의 송전 설비와의 호완성，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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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높은내구성등을갖추어야만 한다. 표 4는

현재 실용 가능하거나 또는 개발중에 있는 여러가지 전기 에너지 저장방

법과 그들의 장.단점을 요약하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전도체를 이

용한 플라이휠 장치는 전기 발전 비용 절감，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그

리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이나 비상 전력 공

급을 위한 설비를 줄일 수 있다. 여외에도 플라이휠을 에너지 저장장치에

응용할 경우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 예를 틀면. 1) 응용범위가 광범위

하며 목적에 따라 용량과 규모를 조절할수 있다. 2) 에너지 입출력의 양

과 시간을 자유롭게 초절할수있다. 3) 장소셜정에 제한이 없으므로 에너

지를 필요로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다. 4) 에너지밀도가 상대

적으로 높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함으로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러분야에서 응용될수 있다. 또한 전철의 전력

저장， 컴퓨터에의 안정된 전류공급， 대용량설비 (핵융합 tokamak등)에

의 순간척 전력공급， 그리고 대규모의 잉여전력 저장등에도 사용될수 있

다.

4. 각국의 연구 현황

여러 선진국에서는 용융공정된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실험단계적인

플라이휠의 설계， 제작 및 성능실험을 진행중이거나 완성하였고， 처~ 2 단

계 목표로서 설용화를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셜계 및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일본 초전도 공학 연구소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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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parison ofEnergy Storage Tecbno\빵es

Camp- h잉ere← Com-
FES Batt- Fum]야d ressed S:t.와~a bustion

enes Hydro Air/Gas SMESa Turbine
Efficiency ~없)010 ....70% -60% <50% “9()0~ ‘없)0)0 ....50%

C많a@gricgiytv high m빼ium 빼훌& hi.훌b very 훨gh NlA
low

Mod띠Dr yes yes no no F훌 no >30MW
、 、

CycleLif농 U와r )(100 )(1000 )(1000 힐n.‘ un- )(1000
. 짧뼈te 짧뼈t않# limited

C뼈명ing 빼in hours hours hours 빼n hours 핵fA

Time :

Site
꾀뺑gthY

m벼ium low low 비gh very m빼ium

A빼피g퍼lity low
St야ed Energy - 없짜려1.. poor 훨짧u-- 쩔행빠- 훨헬eII- 훌%와L NlA
Me없ur훌nent 빼i ed: em: 훌t ‘훌훌

c。뾰압uction .week홉 mon뻐S years years W훌홈엽 years months
- Time

En꺼ronme빼1 ~gn. 뻐rg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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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를라이훨의 응용

-
에너지의 잉훌력 주기 유지시간 응용분야

비상시 장기간 디건젤물엔등친의의 비비상상전가동현시

각종싫혐시 단기간 핵순E융칙합2!셜전험력등월의

1 _ 2 회l윌 수시간~ 수십시간 양수발전저장의 대체

수 ‘ 수십 회l일 수분 - 수시간 전기로， 밀링 기계

수십 ~ 수백 회l일 ‘ 수봄 ~수십분 전기자동차

수십 - 수백 회l월 A십초 〈닐

전자기똥자차동으차|전또월는-r' l::l =.c. - -r' c:::

계 속 「 단기간 엔진，않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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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m의 회전부를 337~의 초전도체로약 1 em 부상시킨 후 분당 3600

회의 속도로 회전시켜서 100 wh의 전력을 저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

은 직경 3 em , 중량 500 kg의 원반을 회전시컴으로서 10 kwh의 전력

을 안정하게 저장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았다. 일본 Shikoku 전력회

사와 Mitsubishi 전기에서는 직경 6.45 m. 무게 225 t의 고합금 금

속과 직경 6.7 m 무게 103 톤의 CFRP를 이용하여 각각 8 Mwh의 저

장능력을 가진 플라이휠을 설계중에 었다. 이 경우 모든 손실을 고려할때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은 하루동안 84 %가 가능할것으로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Commonwealth 전기와 Argonne 연구소에서 2

- 5 Kwh의 전력 1 처장능력을 가진 초기단계의 플라이휠을 개발중에 있으

며 1997년 까지 1 - 5 Mwh 용량의 에너지 저장장치를제작. 시험할 목

표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11). Texas 대학 초전도 연구팀에서는플라이

휠의 차기부상력과 안정성 (stiffness)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의 초전도

플라이휠을 회전체의 상하단부에 셜치하였다(그립 5). 상단부의 플라이

휠에서는 초전도체와 영구자석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하단부에서는 척

력이 작용하도록셜계함으로서 자기부상력을 배가시켰다. 셜겨I제작된 플

라이휠은 7 X 10-3 torr의 진공에서 19 kg의 회전체를 2000 rpm속도

로 회전시킨 결과 시간당 에너지 손실은 5%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저장에너지의 용량을 증가사키기 위한 연

구가 진행중이다. 독일 환자력연구소(KFK)에서는 용융공정으로 제초된

텅어리형 고온초전도체와 디스크형의 영구차석을 사용하여 1 X 10-5

mbar의 잔공에서 1. 6xl0-9의 마찰계수를 나타내며 . 40 Hertz의 회전

속도에서 시간당 에너지 손실이 0.36 %인 플라이휠을제작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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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라이휠 초기설험으로서 19 x 30 em의 회전체를 15000 rpm으

로 회전시켜 3.8 Wh의 전력을 저장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직경 20

em , 무게 10 kg의 회전체를 50000 rpm의 속도로 회전시 켜 총 에너지

용량 300 Wh , 출력 10 KVA의 플라이휠을제작중이다.

국내에서도 플라이휠의 효율과 저장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차력 연구소 초전도연구팀에서는그렴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전도 베어링을 제작하여 공기중에서 73500 rpm의 회전속도를

기록하였다. 또한 그립 7에서 보는바와 갈이 지름 3.5 em 두께 2.5 em

의 초전도체를 제작하여 수 kg의 알루미늄 회전체를 부상하는데 성공하

였다. 현재 직경 30 em 이상의 알루미늄회전 디스크를진공에서 회전시

킬수 있는 초기단계 플라이휠 장치를 절계하여 제작중이며 2 단계- 목표로

서 100 kg 이상의 회전체를 이용한 플라이휠 장치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

하고있다.

5. 결론

고온초전도체의 전류 통전능력파 자기부상 특성이 급속히 향상되어

수년내에 부분적으로 전력장치에 실용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y

계 덩어리형 고온초전도를 이용한 플라이훨은 고에너지 효율의 전력저장

장치로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칸내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일본등에서는 고온초전도 플라이휠은

초기 실험단계인 성능실험을통해 실용화의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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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개발한 초전도베어링

- 25 -

.<I,



、~특=:s.ζ

그림 7. 초전도체위에서 1 kg 비이커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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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로서 중대형의 플라이휠을 설계제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이휠이 효율적인 전력저장 장치로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칼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1)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의 향상

2) 고옹 초전도체의 강도， 견고성， 그리고 내구성 향상

3) 영구자석의 자장 균일성 향상

4) 휠의 진동에 의한 전력손실 개선

5) 저밀도， 고강도의 재료개발을통한 에너지밀도향상

6) 모터와 generator의 power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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