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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차폐시 50MVA급 HTS-케이블 샘플의 교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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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다층구조의conductor와 shield로 구성되는 HTS-cable
의 교류손실 특성 연구를 하여 2005년부터 실증시험 에 있
는 22.9kV, 50MVA, 100m  KEPCO HTS-cable system에 사용
된 이블과 동일한 두개의 short-sample에 하여DC  AC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KEPCO HTS-cable system에서
처럼 shield 류를 conductor와 크기는 같게 하고 방향을 반 로 
하여 수주기동안 AC pulse 류를 인가했을 때, shield의 임계
류가 conductor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conductor-lead에 하여 
측정된 AC loss가 shield의 것과 비교하여 약 1.5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다수본의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선재(wire)
로 구성되는 HTS-cable은 련기술의 발 에 힘입어 재는 
력계통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서 이들 실증시
험과 련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HTS-cable의 상용화에 있어서 AC loss는 경제성측면에
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AC loss를 최소화 시
킬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 하다. 이와 같이 AC loss를 감시키
기 해서는 먼  AC loss에 한 정확한 평가  그 특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HTS-cable은 다수본의 HTS선재
가 다층구조로 단히 복잡하여 AC loss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단히 어려워 재까지도 명료하게 밝 지지 못한 상황이
다.
본 연구 은 2005년 KEPCO의 고창시험장에 설치되어 재까

지 실증시험 에 있는 22.9kV, 50MVA, 100m HTS-cable 
system의 AC loss 평가  그 특성에 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KEPCO HTS-cable system에 사용된 이블
과 동일한 short-sample에 하여 먼  DC V-I특성을 실험 으
로 조사 하 으며, 력계통 해석에서 요한 선로정수(line 
constant)  하나인 인덕턴스를 실험 으로 측정하여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검토를 하 다. 뿐만 아니라 상이한 주 수에 한 
이들 샘 의 AC loss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으며, 마지막으
로 conductor  shield에 부착한 압리드로부터 이들 샘 의 
AC loss를 각각 측정하 다.

2. 실    험

  다층구조의 conductor와 shield로 구성되는 HTS-cable의 교류
손실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KEPCO HTS-cable system에 사용된 이블과 동일한 길이가 
5m인 두개의 이블(5m-cable) 샘 (sample A and B)에 하여 
시험을 하 다. 그림 1은 5m-cable의 cross-sectional view  
experimental setup을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 주요사양을 Table I
에 나타내었다.
그림 1 a)의 5m-cable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 mm 두

께의 PPLP로 연이 된 conductor가 원통형의 Cu-former 에 
배열되어 있으며, 그 에 shield, shield 안정화용 Cu-tape  
cover가 동축원통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한 conductor는 
Table I의 Bi-2223테이  23본이 2층으로, shield는 동일 테이  
19본이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Cu-former와 conductor, Cu-tape
와 shield사이도 기 으로 연이 되어 있다.
KEPCO HTS-cable system에서 shield 류는 conductor 류

와 크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 인 을 고려하여 그림 
1 b)의 experimental set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5m-cable의 시험
에서 류는 conductor로 인가되어 shield를 거쳐 원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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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창HTS-케이블의 개략도. 

<표 1> 5m-cable의 사양.

 Critical current of Bi-2223 tape

 n-value of Bi-2223 tape

 Width and thickness of  tape

 Width and thickness of core region

90A@77K

23@77K

4.3 mm x 0.22 mm

3.8 mm x 0.11 mm

 Diameter of Cu-former

 Outer diameter of conductor

 Outer diameter of PPLP

 Outer diameter of shield

 Outer diameter of cover

 Number of tapes in conductor

 Number of tapes in shield

16 mm

16.88 mm

25.88 mm

26.32 mm

35 mm

23 (double-layer)

19 (single-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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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되는 직렬 속 구조로 하 으며, 이때 사용된 원은 3000 
A/20 V  DC~200 Hz이다. Conductor  shield를 구성하는 모
든 Bi-2223테이 들은 Cu-braid로 된 current-lead에 공통으로 
각각 납땜되어 있다. 그림 1 b)의 conductor  shield에 압탭
을 부착하기 하여 이들 표면에 Cu-wire를 ring형태 
(short-ring)로 감은 후, 각각의 압리드 (conductor-lead/ 
shield-lead) 를 비하 다. 그리고 이들을 그림 1 b)의 cover 
표면을 따라 배열하 으며, 이들 압탭 사이의 거리는 각각550 
cm, 534 cm이다. 한5m-cable sample A와 B는 구조가  같
은 두개의 샘 이지만 압리드를 부착함에 있어서 치만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AC loss는 측정된 손실성 압과 류의 곱을 

한 주기 동안 분하여 구하 으며, 모든 실험은 액체질소 온도
인 77 K에서 행하 다[3].

4. 결과 및 검토

  그림 3은 sample A, B에서 conductor  shield의 측정된 임계
류를 나타내었으며, 19본의 테이 로 구성된 shield의 임계 류
는 동일한 반면, 23본으로 구성된 conductor의 경우는 10%정도 
상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sample A에 60Hz/1117A의 류를 흘릴 때, 
conductor  shield에 하여 측정한 자기  이들 사이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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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m-cable 샘플 A와 B의 임계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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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mple A의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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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mple A에서 교류손실의 주파수 의존성.

인덕턴스를 각각 나타내었다. 특히 인덕턴스를 측정하기 해서
는 sample A와 쇄교하는 자속을 완 히 픽업하기 하여 압리
드의 루  사이즈를 충분히 크게 하 다. 한 측정결과와 비교
검토를 하여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인덕턴스도 함께 나타
내었다 [3].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ductor  shield의 
측정된 인덕턴스는 수치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5는 sample A에 AC pulse 류를 인가할 때, 
conductor-lead에서 측정된 AC loss의 주 수 의존성을 나타내
었으며,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손실은 류 주 수
에 무 하게 동일하며, 이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임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EPCO 22.9kV, 50MVA, 100m HTS-cable 
system에 사용된 이블과 동일한 두개의 5m-cable sample A, 
B 에 한 DC  AC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Sample A의 측정된 자기  상호 인덕턴스는 수치계산 결과

와 잘 일치하 다. 한 sample A, B에서 측정된 AC loss는 
conductor-lead인 경우 특히 작은 류 역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샘 에 계없이 비교  잘 일치하 다. KEPCO 
HTS-cable system에서처럼 conductor 류와 크기가 같고 방향
이 반 인 shield 류에 하여 conductor-lead뿐만 아니라 
shield-lead로부터 AC loss를 측정하 다. 그 결과 shield의 임계
류가 conductor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conductor-lead로부터 
측정된 AC loss는 shield-lead와 비교하여 약 1.5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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