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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cessity to a superconducting cable in power 
transmission systems have been growing more and more due 
to high power density in urban areas and rapid increase of 
power demand. In view of these situation,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superconducting cable has remarkable advantages, 
such as lower power loss and 3-5 times higher power 
transmission capacit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ower 
cable. For the last a few years, long-term reliability test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KEPCO PT Center, and now it has 
been installed in KEPCO's real power grid for demonstrating 
commercial oper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test results of 
dielectric properties performed at manufacturing factory for the 
joint box, termination and core of HTS cable system and 
whole system connected in real power grid.

1. 서    론

  력수요의 증과 더불어 도심지 심으로 수요가 집 화되는 
추세인 반면에 도심지에서는 지하 력구 포화  경과지 확보
에 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고 도의 력 공 과 력손
실 감 등의 송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
이 차 확 되고 있다.  도 이블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의 해결과 더불어 환경 문제가 두되는 시 에서 손실 감
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연매질 사용으로 야기되는 
환경 유해성을 제거하고 자  발생 문제를 근원 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환경 친화 인 장 이 부각되면서 력 선진국을 
심으로 상용화를 한 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도 이블 상용화를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결과 22.9 kV, 50 MVA, 100 m  

도 이블 시스템을 북 고창에 치한 KEPCO PT Center
에 설치하여 장기신뢰성 평가를 통해 실 계통 용에 필요한 운
 조건  여러 기술을 확립하 다. 이어 재는 500 m  
도 이블 시스템을 KEPCO 이천변 소의 22.9 kV 배 선로와 
연계하여 상용화를 한 시범운 을 앞두고 있다.

2. 본    론

  2.1 절연특성 평가를 위한 적용규격
  도 이블 시스템의 특성  성능 평가는 크게 기계 인 부
분과 기 인 부분에 한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성능 평가는 도 이블이 계
통에 연계될 경우 상용주 압에 한 내력은 물론 계통에서발
생 할 수 있는 낙뢰나 개폐기와 차단기의 스 칭 동작시 수반되
는 써지(surge) 압에 한 내력을 평가하기 해 수행되었다. 
재 도 이블 시스템에 한 국제 표 화 활동은 CIGRE 
WG B1.31에서 제품의 시험평가를 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IEC의 TC90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  제정을 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성능평가
를 한 시험은 해당 제품군의 국제 표  부재로 기존 력 이
블에 한 표 을 용하여 시험하 다.

  2.2 초전도케이블 샘플시험

  이천변 소에 설치 정인 도 이블과 동일한 샘 과 

간 속함에 해 상용주  내 압시험을 실시하 다. 이는 
도 이블의 도체층과 차폐층간의 연성능을 검증하기 한 시
험으로써, 형식시험(Type test)을 통해 제품의 성능 검증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 출하 에 이루어지는 시험 성격이므로 

시험 차는 OF 이블 규격인 IEC 60141-1:1993의 일상시험
(Routine test) 항목  2.5 항 (High-voltage test)을 용하 다. 
시험을 해 샘 은 cryostat 제거작업과 연보강 작업  차폐
층 작업등 실제 변 소에 설치시 이루어지는 공정을 바탕으로 
행해 졌으며, 시험 압을 인가하기 해 편조선 납땜(soldering)과 
차폐층 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 변 소에 설치되는 도
이블 간 속함의 코어 부분을 모의하고 차폐 종단부분은 단
말의 보강 연부와 동일하게 모의한 피시품에 해서도 샘  
이블과 동일하게 도체층과 차폐층간의 설계 압(=13.2 kV)을 

기 으로    이상에 해당하는 37 kV의 상용주 압을 

15 분 동안 인가하여 연 괴 유무를 확인하 다. 시험 환경
인 측면에서는 실 계통 운  상태와 유사한 온도 조건을 만들기 
해 액체질소를 이용해서 도 이블의 cool-down 작업이후 
피시품의 충분한 함침 여부를 악하기 해 상용주  내 압 
시험   규격에서 규정한 압에서 Schering bridge를 이용해 유
체 역률 측정을 추가로 진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압원은 
국가 교정기 으로부터 교정 받아 측정 소 성을 유지하고 있는 
AC 600 kV Test System을 이용하 으며 시험회로는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여 도체층에 압을 인가하여 차폐층과의 연성능
을 확인하 다.

<그림 1> 중간접속함 내전압시험 회로도

한 상용주  내 압시험 후 동일 시료에 해서 낙뢰 는 써
지 압 등의 이상 압에 한 연 성능을 확인하기 해 임펄
스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 다. 시험 압은 고치 150 kV의 표
형(1.2 × 50 ㎲)을 정극성  부극성에 해 각각 10 회씩 

인가 하여 연내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 다. 샘  이블  
간 속함을 모의한 피시품에 한 연내력 평가 후 도
이블의 단말에 해서도 상용주  내 압시험을 진행하 다. 
도 이블 시스템에서 단말은 도 이블과 외부 기기와

의 기  연결을 해 사용되며, 극 온 역에서의 이블과 
동등 이상의 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러므로 
시험 규격  차는 이블 샘   간 속함에 용된 것
과 동일하며, 시험시 속함  cryostat는 지하고, 3상을 
common한 상태에서 시험 압을 인가하 다.

<그림 2> 초전도케이블시스템 단말 내전압시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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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압 최 사용 압 압배수 DC 배수 시험 압

22.9 kV 25 kV 0.92 2 46 kV

  2.3 초전도케이블 시스템 시험

  제조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에 한 성능검증 이후 실제 이천 

변 소내 배 선로와 연계하기 해 장에서 조립된 체 시스
템에 한 내 압시험을 실시하 다. 60 Hz의 상용주 원으로 
실시한 제조공장 내에서의 시험과는 달리, 실제 변 소내 실 계
통에 연계된 시스템에 AC 압을 인가 하기 해서는 장비 량 
 크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 으로 국내에
서 이블 공시험의 경우 력설비기술기 의 단기  제13
조에 따라 DC 내 압시험을 용한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발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재 DC를 이용한 내 압시험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PILC (Paper-Insulated, Lead Covered) 이블에는 
합한 시험이나 XLPE 연 이블에 한 DC  내 압시험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연체 내부에 공간 하를 형성시켜 DC 
내 압 시험 후 AC 원을 투입할 경우 이블에 손상을  수
도 있다.[1] 이는 한 의 지 배 이블은 거의 모두가 XLPE 
연 이블이므로 DC 내 압시험을 수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압시험에 해 CENELEC에는 AC와 
VLF(Very Low Frequency)만 제시되어 있으나, IEEE에는 
Laminated 이블에만 DC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이블의 도체층과 차폐층간의 연은 얇은 박 의 폴리
로필  종이 층구조인 PPLP(Polypropylene Laminated 
Paper)로 되어 있으므로 장에서는 DC 내 압시험을 용하
다. 시험은 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제13조 2항을 용하
으며, 도 이블 시스템의 연내력을 검증하기 해 DC 
압 46 kV를 10 분 동안 연속해서 도 이블의 도체층에 인가
하여 괴방  발생유무를 확인하 다. 시험조건은 그림 3과 같
이 도 이블 단말 입구 온도 69 K에서 수행되었다.
   
<표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한 시험전압 계산

<그림 3> DC 내전압 시험시 온도 조건 

아래 그림 4는 도 이블 시스템에 한 내 압시험회로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시험 압이 인가되지 않는 두 상은 지
시킴으로써 시험 압에 한 상간 연 내력도 함께 확인하 다.

<그림 4> 초전도케이블 시스템 내전압시험 회로도

도 이블 시스템에 인가되는 압은 투입과도  압 상승
에 의한 과도 향을 최소화하기 해 0 V에서부터 상승 속도를 
분당 약 8 kV 크기로 서서히 증가시켰으며 시험 압까지의 상승
완료 이후부터 10분간을 유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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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전압시험 인가전압 프로파일

시험 종료 후 이블에 충 된 압을 격히 방  시킬 경우 
써지 류에 의해 이블 손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항이 충
분히 큰 방 을 이용하거나 정 용량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방  시켜 압이 충분히 감소된 후 지 을 이용해 인가
부를 지 하여 안 을 확보할 수 있다. 시험결과 각상에 해 
46 kV 이상의 압을 규정된 시간동안 인가한 결과 연 괴 징
후는 찰되지 않았으며 단말  간 속함을 포함한 도
이블의 연 성능은 건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화를 해 시범운 을 앞두고 이천 변 소 
실 계통에 연계한 도 이블 시스템의 연성능 평가에 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시험결과에 해 기술 하 다. 제조공장에서 
AC 압원으로 행해진 도 이블 코어, 간 속함  단말
에 한 연성능평가와 실 계통에 설치 후 체시스템에 해 
이루어진 DC 내 압 시험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제품의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시 에서 
도 이블 시스템에 한 국제표 은 제정단계에 있으므로 
연내력평가를 한 시험방법  차는 기존 이블 시험규격을 
용하여 실시하 다. 한 AC내 압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
한 제조 장에서의 시험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
해 실제 용 장에서 DC 원을 이용해서 실시하기까지는 시험
에 한 유효성 검증  효과에 해서도 많은 검토가 이루
어 졌다. 하지만 기존 이블에 한 시험 규격을 용할 경우 
시험 진행에 한 차는 기존 그것과 유사 할 수 있으나 시험
성패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인 조건과 허용범
는 도 이블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여 진다. 앞서 언 한 것들은 많은 검토를 통해 시험의 유효성논
란은 물론 제품의 한 평가를 해 향후 국제 표  제정에 
있어 반드시 반 되어야 할 부분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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