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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Cable is 
regarded as the most underground  power to respond higher 
power density delivery system.
  This paper discussed electrical characteristic and standards of 
HTS Cable system. Various HTS cabl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3-5], ad compared with XLPE cable 
characteristics on possible distribution system environment. 
HTS cable is required to stabilize thermal condition for 
superconducting status, possible improper operating 
condition which affects quench, unbalanced, and harmonics 
impacts are discussed. HTS cable is customer designed 
cable which shall be implemented in special requirement of 
power system, the standard origination process requires to 
establish a series of methodology including design 
manufacturing, testing and installation.

1. 서    론
   세계 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력수요의 지속 인 증가가 
상되며, 도시에서 빌딩의 집   고층화, 도시기능의 고
도화에 따라 력수요가 량 집 되는 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력수요의 증가에 한 책으로 지 이블을 용량
화하거나 복수회선을 신설 는 증설하여 설치하고 있지만, 도심
의 지하공간이 지하철, 통신, 수도, 가스  빌딩등에 의해 유
되어 이블 로  지 이블용 력구를 한 지하공간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력수요 증가에 원활히 응함과 
동시에 높은 공 신뢰도를 유지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 이블은 다양한 기술력 안 에서 친환경, 경제 , 기술  

에서 유력한 안의 하나이다[1].
  도 이블은 력수요의 증가와 집 화에 비하여 도심
지에 용하기에 가장 이상 인 지  송/배 방식으로서 송 에
지 도가 매우 높고, 송 에 지 손실이 하게 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 국내 미래 송・배 망에 상되는 수송
용량 부족과 환경문제에 히 처하고 선진 정보화 사회에 
합한 경제 이고 고 신뢰성의 력공 을 한 안의 하나로
서 고온 도 이블 도입 가능성이 두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력계통에서의 도 이블의 용하기 하
여 기  특성요건과 규격을 제안하 다. 이를 해 국/내외의 

도 이블의 황과 력계통 운용상 요구되는 특성을 조사
하 다[3-4]. 한 BiSCCO 도 이블을 컴퓨터 모델링하여 
배 계통 운용상태의 상을 해석하 다. 그 결과에 기반한 
도 이블의 기특성 요건과 배 계통의 운용시 발생하는 상
들에 한 안을 제시하는 규격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초전도 케이블의 현황
  2.1.1 전기적 초전도의 특성

<그림 1> HTS Cable과 XLPE Cable의 전압에 따른 용량

  HTS Cable은 기존의 이블보다 용량으로 력을 수송할 
수 있다. 그림1은 HTS Cable과 XLPE Cable의 압에 따른 용
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1에서 HTS Cable은 XLPE cable과 비
교하여 운 압의 증가없이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 으로 도 이블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 이블에 한 표 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 메이커별 일반 이블의 규격과 도
이블의 기  특성들을 조사하여 표1과 표2에 나타내 다[4].

번호 KSC3404 IEC60502 ES 126-640

1

도체 
최고
허용
온도

상시 90℃ 90℃ 90℃

단시간 105℃ 250℃
(5초이하)

105℃

고장순시 250℃ 230℃

2 도체

단면적㎟ 소선수 지름도체저항소선수 지름 도체저항 소선수 지름도체저항

38 6 7.3 0.481 6 - 0.524 7 7.3 0.481

150 18 14.7 0.122 18 - 0.124 37 14.7 0.122

800 53 34.0 0.231 53 - 0.0221 127 34.0 0.0231

1000 53 38.0 0.0187 53 - 0.0176 127 38.0 0.0231

3 절연두께 6.6㎜ 5.5㎜ 7.4㎜

4 중성선단면적 도체단면적의 1/3 각 국가 규정 중성선단면적의 1/3

5 시스두께
도체단면적 500㎟ 

이하 : 3.0㎜
이상 : 4.0㎜

ts=0.035D+1.0㎜
ts:시스두께
D:시스지름

도체단면적 500㎟ 
이하 : 3.0㎜
이상 : 4.0㎜

6 교류내전압시험 46.2kV(5분) 42kV(5분) 44kV(10분)

7 교류장시간 52.8kV(4시간) 48kV(4시간) 80kV(1시간)

8 충격내전압 125kV±각10회 125kV±각10회 240kV±각 3회

9 부분방전 22.8kV, 10pC이하 22.8kV, 10pC이하 23kV, 5pC이하

<표 1> 22.9kV 전력케이블 표준

구분 KEPCO, SEI LGcable DAPAS Albany,NewYork

1 형식 CD CD CD
2 전압 22.9kV 22.9kV 34.5kV
3 전류 1.25kA 1.2kA 0.8kA
4 용량 49.6MVA 50MVA
5 운전온도 66.4-77K
6 길이 100m 100m 350m
7 외경 150㎜ 135㎜

8 포머
형상 Cu Stand Cu Stand
외경 135㎜

9 도체

tape
Bi-2223

0.22×4.1/은비율2.2
0.4×4.2 / ASMC

BSCCO:350/YBCO:30

0.22×4.3/Ag:2.2
임계전류 80kA 115-145kA@77K 80/Je:8kA/cm2

층수 1 2
쉴드외경 1층

10 선로정수
L 0.11mH/km
C 0.32㎌/㎞

단락전류 25/15cyc 23cyc

11 손실
AC 2.3W/m/ph 3
열 3.52W/m]

냉동기입력 3kW@70K 120W 5kW@77K

<표 2> 초전도케이블의 전기적 특성조사

  
  2.2 초전도케이블의 규격 검토

도 이블의 기  규격으로 아직 표 화된 것은 없지만, CIGRE 
WG21-20에서 동 규격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5], 국내에서도 이
를 한 WG을 비하고 있다. 실제 도 이블은 주문 제작형태를 
취하므로 그 규격은 설계, 시험 설치, 운  시의 제반 상들이 도
이블의 기 안 운 을 확보할 수 있는 범 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타당성검토, 견 , 계약시 각각의 specification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이블은 공장  병입시에 그 특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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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의 공장 검수 시험
  도 이블 시스템의 운송  공장에서 이블의 기본 성능인 기
 연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해서 제작사로부터 운반되기  실시되

며, 세부 시험항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항 목 조 건 비 고

전압 시험
AC  전압 45 kV/ 1h 

5 m 케이블 이용
150 kV 임펄스 전압 

임계 전류 테스트 각 상과 초전도 차폐층 측정 5 m 케이블 이용

교류 손실 테스트 전기적 방법에 의한 측정 2 m 케이블 이용

<표 3>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공장 검수 시험 조건

  도 이블 시스템의 이블을 제작하기 해서 도체층과 차폐층에 
사용되는 도 선재의 기계  특성은 도 력기기의 제작 용시 
고려해야할 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실제 권선시에 굽힘이나 비틀림 변
형을, 냉각시에는 열수축률 차이에 의한 압축변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계  변형은 결국 임계 류 열화와 같은 기  특성에 향을 미치
게 된다. 그러므로 도 선재의 기계  특성에 따른 임계 류의 열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2 초전도케이블의 운전 시험
  도 이블 시스템의 운  특성을 평가하기 해 다음 시험을 정하
고 있다[5]. 

시험 
항목

시험 및 측정 항목 비고

초기 
냉각 
시험

온도 거동 측정
optical fiber를 이용한 케이블의 길이 
방향의 온도 변화 측정

tanδ과 capacitance 측정
냉각과정에서의 tanδ과 capacitance 측
정

케이블 장력측정
냉각 중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을 로드셀
을 이용하여 측정

성능
시험

*1) 임계전류 측정 1 μV/cm 기준

무부하시의 cryostat의 
열부하 측정

0A, flow rate=40L/min 기준

*2) 1250A, 13.2 kV 전
류 전압 인가 시험

48 시간 연속 운전 조건

전압 
특성

*3) 내전압 시험 33kV 5분

*4) 장기 전압 인가 시험 13.2kV 10시간

Heat 
cycle 
시험

온도 거동 측정
Optical fiber를 이용한 케이블의 길이 
방향의 온도 변화 측정

케이블 장력 측정
승온 중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을 로드셀
을 이용하여 측정

*5)임계전류 측정
승온후 재냉각 후 
임계전류의 재 측정

부하
변동 
시험

*6)열손실 측정
인가 전류값 변동에 따른 열손실
변화 측정

*7)각 시스템의 온도 변
화 측정

인가 전류값 변동에 따른 각 시스템 부
분의 온도 변화 

<표 4>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의 운전을 위한 시험항목

    시 험 항 목             평   가   기   준

일반 
시험

육안검사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함

절연체 두께측정  5.5 mm 이상

드럼 검사
허용곡률반경 이내를 유지한 상태로 드럼에 
감기어져 있어야 함 

시험

임계전류측정
임계전류는 초전도케이블 정격 최대전류(교류)의 
√2배 직류전류값 이상이어야 함.

교류손실측정 교류전류 1000 A 기준 1 W/m 이내

굽힘 시험 구조적 변형이 없어야 함

수축율 측정
초전도케이블 길이에 대하여 수축율0.3%이내 유
지

절연저항측정  2000 MΩ/km 이상
상용주파 교류 

내전압시험
 45 kV 1시간 인가에 견딜 것

뇌충격 내전압 
시험

 ±150 kV, 10회 인가에 견딜 것 

부분방전시험  23 kV에서 5 pC 이하 유지

유전체 역률측정  13.2 kV에서 0.3% 이하 유지

정전용량측정  0.32 μF/km 이하 유지

열손실 및 
통전손실 측정

초전도케이블시스템의 열손실은 설계값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초전도케이블 통전손실은 교류
전류1000 A 기준 1 W/m 이내를 유지하여야 
함.

<표 5> 초전도케이블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

  도 이블은 온도에 큰 향을 받으므로 기 냉각운 에 한 특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 이블 시스템에 해서 가스/액체질소
를 이용한 기냉각을 실시하여 냉각방법·조건, 냉각시 필요시간을 확인

한다. 한 냉각과정에서 각 부분의 열  기계  특성, 정 용량, tanδ
등 기특성도 함께 확인하여 기 냉각시 발생하는 도 이블 시
스템의 특성을 악한다. 기 냉각 완료후 액체질소를 순환 냉각하여 
임계 류특성, 쉴드 류특성  교류 손실특성 등의 기특성과 열침입
량을 검토한다. 한, 기 특성의 검토를 하여 압특성시험, 부하
변동시험을 통해 각 부의 온도 변화  열손실, 교류손실을 고려한다. 
표5는 도 이블에 한 시험항목별 평가기 이다.

  2.3 초전도 케이블의 운용
  일반 이블과 같이 도 이블은 정상  고장시 회선운용기 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행 2회선 운 시 1회선이 탈락된 경우, 순
간과부하 류를 견뎌야 하며, 고장시의 단시간 과 류에도 견뎌야 한다. 
한 배 선로에서 유입되는 고조 에도 배 선로 규제치내에서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림2는 행 배 선로의 병행 2회선 운 시 순간과
부하  고장 류에 한 HTS Cable의 각 부분에 한 응동특성이며, 
그림3은 고 류의 분포, 그림4는 불평형 고장 류의 quench 특성이
다.
  2.3.2 초전도케이블의 고조파 영향
  XLPE 이블과는 달리 그림4는 도 이블이 고조 에 한 향을 
나타낸 것이다. 고조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AC loss의 증가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도 이블의 정격 류를 감 운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때한 정 한 데이터를 후속연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70%운전시 전류파형

  

<그림 3> 1회선 과부하시 전류파형

<그림 4> HTS Cable의 전류파형

  

<그림 5>고조파 히스테리시스 손실
3. 결    론

  도 이블은 고 도 도심부하를 공 하기 한 핵심수단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응용은 경제  타
당성이 있는 개소에 국한될 것이며, 이를 규격화하는 과정은 자연히 
력망의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이 될 망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 이블은 맞춤형으로, 이를 규격화하는 것은 설계, 제작, 
시험, 병입 단계에 걸쳐, 계통의 환경을 고려한 차와 기법의 규격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블  HTS 이블의 련 규격을 검토
해보고, 도 이블의 기  특성에 기반하여 추가되는 규격들을 
조사해보았다. 
 3) 계통의 운용시 발생하는 고장 류  불평형 류와 고조 류에 
한 HTS cable의 향은 기존의 cable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므로 
이에 해 실험  계산 방법의 추가  개발을 통해 이를 운 조건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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