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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monstrations to deploy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HTS) cable to the real gird are actively carried out 
throughout the world. Power utilities have an interest in the  inherent 
advantage of the HTS cable system, and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from the series of verification test. To embody the reliability in the 
phenomenon occurred commonly in three-phase system, we simulate 
the load unbalance. A 22.9 kV large scale HTS cable system with 
the specification of 100 m-long, 50 MVA capacity has been tested 
with up to 30% unbalance rate. To evaluate the effect of AC loss 
increase due to the unbalanced load, the cooling loads are measured 
by the calorimetry method. In this paper, the correlation between AC 
loss and load unbalance is described and investigated precisely.  

1. 서    론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 구조가 고효율 친환경화 구조
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력산업 한 과감한 변화와 개 을 요구 받
고 있다. 표 인 CO2배출원 의 하나로 지 받고 있는 력사업은  
변화요구에 응하기 하여 친환경, 고효율 력기기기술 개발을 목표
로 진행 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 트랜드에 맞춰 도 이블 시스템
의 용에 한 력사의 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 이블은 고효율
인 동시에 용량 송 이 가능하나 기투자 비용이 높고 기기신뢰성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 이블의 경제성  신
뢰성 검증을 한 로젝트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1-2] 한국
력공사는 고창 력시험센터에 22.9[kV], 50[MVA] 용량의 100[m]  
도 이블 시스템을 설치, 2006년이후 약 3년간 장기실증 시험 에 있

으며 다양한 도 이블 시스템에 련된 실험 데이터를 축 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삼상 계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하 불평형 상태를 모
의하여 도 이블의 냉각 열손실  교류손실 변화를 실험 으로 조
사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불평형 부하 시험 개요
  도 이블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삼상에 동일한 도체 류
를 인가하여 차폐층 류도 동일한 유도 류가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시험이 기존에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체 
류 분포는 도 이블의 이상 운  조건에서 가능한 조건으로 
실제 22.9kV-Y 직 지 계통에서는 주로 단상 부하가 많고 등
동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상변압기의 경우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
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삼상 부하의 평형을 완 하게 유
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은 삼상 계통의 경우 최  
30%로 불평형률을 제한, 선로를 운 하고 있다. 과도한 부하 불
평형은 배 선로의 계 기를 작동, 배 선로를 트립시켜 정 을 
래하며, 손실을 증가 원용량을 증 시킨다. 도 이블의 
경우 차폐층에 의해 도체층에 발생하는 자속을 쇄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불평형 부하시 각 상의 도체 류 분포가 달라
지면 차폐층의 유도 류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차폐층 류
의 불평형 상태는 자성체인 도체의 교류손실을 비선형 으
로 증가시켜 냉각시스템의 냉각부하를 과할 경우 냉각시스템
이 트립되어 최악의 경우 이블에 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0%~30% 불평형률을 주어 도 이블의 교류 손실
의 변화를 측정하 다.

  2.1.1  불평형 부하 시험 회로
  <그림 1>은 불평형 부하 시험을 한 회로 구성후의 경이
다. 재 운  인 시스템의 경우 성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평형 부하를 발생하기 해 각 상별 도체를 연결 불평형 상
태를 모의하 다. 기존의 구리도체 이블을 류 회귀선으로 
이용할 경우 삼상 합계 200mm2 이상의 이블이 최소 300m가 
필요하나 시험비용  상도체 이블의 항성분에 의한 류
원 제어등에 문제 이 발생하게 되는 을 고려하여 고창시험
센터에서 시험 인 LS 선의 도 이블 시스템과 냉각시스
템은 독립 으로 운 하고 기  회로는 서로 연결하는 방식
을 채택하여 회로를 구성하 다. 한   LS 도 이블 입장
에서 각각 서로를 회귀선으로 사용함으로서 도 이블의 
항성분이 작기 때문에 기존 류원을 이용한 류제어가 가능
하고 한 추가로 필요한 구리 도체 이블을 최소화시켰다.

<그림 1> 불평형 부하 시험 회로 구성후의 한전 및 LS전선 
초전도케이블 단말 전경 

  2.1.2  불평형률의 정의
 불평형률(R)은 삼상 류값  최 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삼
상 평균 류로 나  값으로 정의하고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
하 다. 

 
        

    


×      (1)

  2.1.3  불평형 부하 시험 방법
도 이블의 계통 병입시 발생할 수 있는 최  허용범 인 

30%내에서 도 이블의 향을 평가하기 해 불평형 류
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류원을 이용하여 각 상별 류를 
제어하고 열량법(Calorimetry method)으로 열손실  교류 손
실을 계산하 다.

  △                                        (2)

여기서 Q는 열량, m은 질량, Cp는 비열, △T는 온도차를 나타
낸다. 열량법은 온도변화가 포화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안정화 구간을 고려 아래의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각 12시간씩 류를 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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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건
상 류값[A]

불평형률 비고
A B C

1 1000 1000 1000 0% 삼상평형

2 1000 1000 903 10% 단상불평형

3 1000 1000 812 20% 단상불평형

4 1000 1000 727 30% 단상불평형

5 950 1000 1050 10% 삼상불평형

6 900 1000 1100 20% 삼상불평형

7 850 1000 1150 30% 삼상불평형

<표 1> 삼상 불평형 부하 시험 조건 

<그림 2> 1000A, 10% 불평형 부하 시험시의 도체 차폐층 파형

통 시 도체층  차폐층에 류는 도체층의 경우 CT(Current 
Transformer)를 통해 분기를 거쳐 측정하고 차폐층의 경우 
분기를 통하지 않고 Rogowski 코일만을 통해 측정하 다.
<그림 2>에 1000A 불평형 류 인가시의 형을 도시하 다. 
차폐층에 유기되는 류 형은 평형 류 인가시와 마찬가지로 
피크치 부근에서 왜형이 찰되며 도체층  차폐층 모두 이상
 상각 차이인 상간 상차 120˚에서 벗어난다. 도 이
블의 선재는 자성체이므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발생하며 층구
조, 권선각, 선재의 갭등에 의해 자계특성이 달라진다. 이와 같
은 물성 고유 특성  도체설계에 의한 상호간의 자계간섭 효
과와 더불어 도체층의 류 분배가 달라짐에 따라 차폐층의 유
도 류의 불평형 상태로 인한 상호간의 자계 간섭으로 인해 교
류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2.2 실험 결과 및 고찰.
  불평형 류시험에 따른 냉각시스템의 냉각부하 증가  교
류 손실을 측정하기 해 열량법으로 시스템의 열손실을 측정
하 다. 순시 열손실  교류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기  방
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까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측정법으로 알려진 열량법을 이용하여 도 이블 시스
템에 미치는 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 다. <그림 3>
은 삼상 평형 류분포시의 류변화에 따른 열손실 변화이다.

<그림 3> 삼상 평형 부하시의 시스템 냉각손실

 Reservoir내 LN2펌 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 체 냉각 
열손실은 0[A]에서 1297[W], 1000[A]에서는 2200[W]이고 
도 이블에서 발생하는 교류손실  Cryostat의 열침입에 의한 
열손실은 0[A]에서 280[W], 1000[A]에서는 644[W]이다. <그림 
4>는 1000[A] 불평형 류에서 열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1000[A]불평형 류에서 이블의 열손실은 불평형률 0[%](삼
상 평형)에서 644[W]이고 불평형률 30[%]값과 비교할 때 최  
70[W] 정도의 열손실 변화를 보 다. 

<그림 4> 불평형 부하 시험 조건 변화에 따른 냉각 열손실 변화

<그림 5>에 불평형 류 시험시의 열손실 변화로부터 계산한 
교류손실 변화를 도시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낮․밤의 온도
차에 의한 열침입 변화와 항손(Ohmic loss) 변화를 고려할때 
30%내 불평형 류인가에 따른 과도한 교류손실 증가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불평형 부하 시험 조건 변화에 따른 교류손실 변화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 이블의 기기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계통에
서 흔히 발생하는 불평형 부하를 모의하여 도 이블의 냉각 열손실 
 교류 손실 변화를 측정하 다. 최  30%의 불평형률을 모의하여 
열량법에 의해 냉각열손실을 측정하고 교류손실을 계산하 다. 
실험결과로부터 30%내의 불평형 부하에서는 냉각 열손실은 항
손에 의존하며 과도한 교류손실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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