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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P-RV를 이용한 도 이블 과도상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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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State Analysis of HTS Cable Using EMTP-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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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power cable (HTS power cable) was applied large current capacity by 

no resistance in normal state. Fault state was risen out of over-current but, it was limited to resistance. this study was 

modeling equivalence, and unbalanced state analyzed operating charateristics of HTS power cable. The equivalence model 

was composed superconductor, shield, and former part. This model simulation was appeared conductor and shield current 

in normal state, but fault state was appeared former current as rise current by resistance. so it need to sufficiently 

influenced the quench characteristic when the form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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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매년 계속 증가하는 력에 지의 소비 증가와 인구의 도

시 집 화로 인해 보다 높은 도의 력 수송 수단을 필요

로 하고 있다. 기존 력수송설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ACSR을 이용한 가공 송  선로와 XLPE 지 이블은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력시장 규제완화  환경문제에 한 

심도의 제고 추세는 력수송 선로  배 선로의 추가 

개설은 실 인 문제에 부딪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 이블은 1986년 고온 도체가 발견된 이래 꾸

한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으며, 연과 냉각  도체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1[GVA]  수백 [m]  고

온 도 이블(High Tc Superconductor cable : HTS 

cable)이 일본, 미국, 유럽을 심으로 제작 시험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2.9kV  HTS 실증시험장을 건설을 추진 

에 있어 2010년을 후로 HTS 이블은 보다 실 인 

경쟁력을 가진 력수송수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망된다[1].

도 이블의 경우 제작 비용과 설치 비용이 매우 비

싸다. 그러므로 실계통에 용되기 이 에 컴퓨터 시뮬 이

션을 통한 해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도 이블의 

경우 기존의 일반 이블과는 달리 정상상태에서는 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퀜치 항이 발생하

고 사고 류가 클 경우 온도도 상승하여 이블이 손되

는 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도상태 해석 툴인 EMTP-RV를 이용하

여 도 이블을 모델링하고 정상상태와 과도상태를 해

석하 다. 흔히 발생하는 1선 지락사고와 사고 류가 가장 

큰 3상 단락 사고를 모의하여 사고 시 나타나는 도체와 

쉴드간에 류 계, 은쉬스와 도체, 포머에 흐르는 류 

계, 그리고 상승되는 온도와 퀜치 항, 임계 류 등에 

하여 분석하 다. 이는 실계통 용 에 도 이블의 

특성을 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 본  론

2 .1  도 이블 모형화

그림 1은 도 이블을 모형화한 것이다[12]. IHTS는 

본선에 흐르는 류이고, Ishield는 쉴드선에 흐르는 류이

다.  L1과 L2는 도선과 쉴드선의 리액턴스값이고, Rquench

는 과도상태가 될 때에 항이 증가하는 퀜치에 한 특성

값이다.

그림 1의 경우 개념 인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회

로도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EMTP-RV를 이용하여 

도 이블을 모형화하 다. 각 항 성분은 식에 의해 결

정되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수식을 포함하는 항 소자를 

선택하여 모형화하 으며 인덕턴스의 경우 각 성분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인덕턴스를 상호인덕턴스의 모형에 그 값을 

삽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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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 이블 모형

Fig. 1  HTS cable model

2 .2  계통 용 시 과도상태 해석

2 .2 .1  모의 계통 모형화

그림 2  154kV 이천변 소 단선도

Fig. 2  Single-line diagram of 154kV Icheon substation 

 

최소 임피던스(%)

정상 역상 상

0.105+j1.146 0.107+j1.149 0.527+j2.900

3상 단락 1선 지락

용량(MVA) 상각 용량(MVA) 상각

9646.652 -84.92 6345.74 -82.05

표    1  이천변 소 원등가 임피던스  고장용량

Table 1 Icheon substation's short-circuit impedance and  

short-circuit capacity

그림 2는 이천변 소의 단선도이다. 차후에 이천변 소에 

도 이블이 설치될 정이다. 따라서 이천변 소를 

EMTP-RV로 모델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천변 소 모형

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내었다. 표 2는 

계통 임피던스이다. EMTP-RV의 경우 임피던스가 옴[Ω]값

으로 들어가므로 변환을 하여 모형화를 하 다.

BANK
부하량 (MW)

하계 동계

#1 M.Tr 20.2 34.5

#2 M.Tr 40.9 46.4

#3 M.Tr 34.1 45.9

#4 M.Tr 32.6 44.5

#5 M.Tr 35.4 49.5

계 163.2 220.8

표  2  이천변 소 피더별 요 부하 황

Table 2  Major loads of Icheon substation

표 2는 이천변 소의 피더별 요 부하량을 계 별로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 EMTP-RV을 이용한 이천변 소 모형

Fig. 3 Model of Icheon substaion using EMTP-RV 

그림 3은 EMTP-RV로 이천변 소의 계통 모델링하고 

도 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이천변 소의 #5 M.Tr.에 

도 이블을 설치한 모형이다. 

2 .2  1 선  지락 사고

그림 4는 1선 지락 사고 시 도 이블의 류 형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 모의는 3∼3.08[sec], 5cycle동안 지속되

는 것으로 하 다. 이는 계 기가 동작한 것으로 사고 시 

순시 동작 시간을 5cycle로 설정하 다. 본 논문에 사용한 

계 기는 도체 양단에는 87번 차동계 기를 설치하 으

며 각 피더에 50/51번 과 류 계 기와 50N/51N 지락과

류계 기이며 한국 력 규정에 맞게 EMTP-RV를 이용하

여 모형화한 것이다[2]. 모의 실험결과, 도 이블의 

류는 사고 발생 에 부분이 도체로 흐르고, 사고 발

생 후 도체에 항이 발생하여 은과 구리의 항에 의

해 류가 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고 의 형은 도체이며 사고 후에 큰 류는 은

에 흐르는 류이며 작은 류는 구리에 흐르는 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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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 부 사고 류 형

(b) 쉴드부 사고 류 형

그림 4  도 이블의 1선 지락 사고 시 류 형

Fig. 4  Single-phase groiund-foult current of HTS cable

그림 5는 1선 지락 사고 시 임계 류와 도 이블의 

항, 이블 온도와 도체 순간 온도의 그래 이다. 사

고가 발생하면 임계 류가 격히 어들어 도체는 퀜

치 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퀜치 항이 발생을 하여 온도

가 증가한다. 온도의 경우 이블 체 온도와 도체 만

의 순간 온도가 있다. 이블 온도의 경우 105K가 되면 질

소 용액에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사고 상태를 방치하

게 되면 이블의 손에 이르게 된다. 순간 온도의 경우 

300K 이상이 되면 이블의 손상이 시작된다. 이번 시뮬

이션에서의 도체의 순간온도는 190K로 순간 으로 

격하게 증가하며, 일반 계 기의 순시 동작시간인 3cycle ~ 

5cycle 보다 짧은 0.002[sec]로 나타났다. 만약 계 기가 고

장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블은 손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계 기를 설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 동작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아니면 최근에 도 이블과 마찮

가지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도한류기(SFCL) 

등을 사용하여 사고 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 임계 류

(b) 퀜치 항

(c) 이블 온도

(d) 도체 순간 온도

그림 5 도 이블의 임계 류, 항, 온도 (1선 지락 사고)

Fig. 5 Critical current, resistence, temperature of HTS cable 

(Single-phase groiund-foult)

2 .3 3상 단 락 사고

그림 6은 3상 단락 사고 시 도 이블의 류 형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 모의는 3∼3.08[sec], 5cycle동안 지속되

는 것으로 하 다. 이는 1선 지락과 마찬가지로 계 기의 

동작에 의해 순시로 5cycle만에 차단이 되는 것을 보여 다.

모의 실험결과, 1선 단락 사고에 비해 사고 류의 크기

가 크지만 거의 비슷한 형으로 사고 발생 에 부분의 

류가 도체로 흐르고, 사고 발생 후 도체에 항이 

발생하여 은과 구리의 항에 의해 류가 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상 단락 역시 분배된 류의 크기가 도체, 

은, 구리의 류가 비슷한 양상으로 분배되는 것을 시뮬 이

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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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 부 사고 류 형

(b) 쉴드부 사고 류 형

그림 6  도 이블의 3상 단락 사고 시 류 형

Fig. 6  Three-phase short-circuit current of HTS cable

그림 7은 3상 단락 사고 시 임계 류와 도 이블의 

항, 이블 온도와 도체 순간 온도의 그래 이다. 임

계 류와 이블 온도 변화는 1선 지락 사고와 유사한 결과 

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선 지락 사고 보다

는 사고 류가 크기 때문에 더욱 험한 사고이다. 온도도 

높고 퀜치 항도 커지는 것을 형을 통해 찰할 수 있

다. 그러므로 3상 단락 사고는 더 각별한 보호 조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a) 임계 류

(b) 도체 항

(c) 이블 온도

(d) 도체 순간온도

그림 7 도 이블의 임계 류, 항, 온도(3상 단락 사고)

Fig. 7 Critical current, resistence, temperature of HTS cabl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도의 력 수송 수단인 도 

이블에 해서 소개하고 향후에 실제 변 소에 설치될 

도 이블에 해 미리 분석하고 나타날 문제 의 해결 방

안에 해 논해 보았다. 앞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도 이블을 모형화 하 다. 여러 과도 상

태 해석을 해서는 일단 도 이블의 모형화가 필요하

다. 이를 EMTP-RV를 통해서 모형화하여서 여러 과도 상

에 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1선 지락 사고와 3상 단락 사고에 해 모의해 

보았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해 모의해 본 결

과 여러 가지 문제 이 나타났다. 열에 민감한 도체이

기 때문에 사고 시에 격한 류 상승은 격한 온도 상승

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블이 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온도의 상승시간도 매우 짧아서 기존의 보호 기기의 

차단 시간으로는 도 히 사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 한류기 등을 설치하

여 사고 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할 것이다. 

도 한류기는 지 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 과제 

의 하나이다. 이를 도 이블과 같이 설치하게 되면 

보다 더 안 하고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 기기 분야를 연구하여 차단 시간

을 매우 빠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도

체가 괴되지 않을 만큼의 빠른 차단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 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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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앞으로 연구될 도 이블 분야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모형화한 이블을 이

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해 분석하고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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