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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ower transmission line supplying power to a densely populated city, the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HTS) cable is expected to one of the most effective cables with a compact size 
because of its high current density. The verification of HTS power cable system have been progressed 
by KEPRI. A cooling system for a 3-phase 100m HTS power cable with 22.9kV/1.25kA was installed 
and tested at KEPCO’s Gochang power testing center in Korea. The system consists of a liquid 
nitrogen decompression cooling system with a cooling capacity of 3kW and a closed circulation system 
of subcooled liquid nitrogen. Several performance tests of the cable system with respect to the cooling 
such as cooling capacity, heat load and temperature stability, were performed at several temperatures. 
Thermal cycle test, cool-down to liquid nitrogen temperature and warm-up to room temperature, was 
also performed to investigate thermal cycle influences. The outline of the installed cooling system and  
performance test resul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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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Q : 열손실 (W)
  : 질량유량 (g/s)
Cp : 정압비열 (J/kg-K)
T : 온도 (K)
  : 온도차 (K)
  : 기체증발율 (kg/s)
hfg : 증발잠열 (J/kg) 

1. 서 론

고온 초전도 전력케이블 시스템은 액체질소를 

냉매로 이용하여 냉각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이 가능하면서도 콤팩트한 사이즈로 대용량의 전

력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지

하설로에 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케이블에 비

해 용량증대가 가능하여, 장래의 전기에너지의 

증가를 대비하는 새로운 해결기술로서 각광 받고 

있다. 고온초전도케이블의 연구는 1990년대 말까

지는 수m급의 모델 고온초전도케이블을 제작하

여, 실용화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그 뒤 초전도선

재의 제작기술 발달과 더불어 2000년대에 들어서

는 30m이상의 장거리 초전도케이블의 실용성이 

시험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실선로 부설을 염두

에 두어, 부설시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의식하

여 제반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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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초전도케이블의 장거리 냉각을 위한 유체의 수

송현상 및 냉각시스템, 단열진공 등의 냉각 문제, 
실선로 부설시의 고도차, 곡률, 교류손실 등에 의

한 전기적 문제, 초전도케이블의 사고에 대한 문

제에 대한 제반해결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최근 국외의 고온초전도 전력케이블의 

개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00m이상의 장선 

케이블을 실계통에 적용하여 실증시험이 진행되

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으로는 덴

마크의 Ultera와 미국의 ASC가 개발하는200m급

의 AEP Ohio프로젝트[1], 프랑스의 Nexans와 미

국의 ASC가 개발하는 620m급의 LIPA 프로젝트

[2], 그리고 미국의 IGC와 일본의 Sumitomo가 개

발하는 350m급의 Albany프로젝트[3]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에 일본의 

CRIEPI(Yokosuka Lab.)에서 단상 500m케이블의 

시험이 진행되어, 실선로 적용에 있어서의, 특히 

장거리 냉각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시험을 위

해 500m의 케이블에 고저차, 지하매설, 곡률등의 

실증시험이 완료되었다.[4] 

(a)

(b)
Fig. 1 Photographs of three phase 1 cryostat HTS 
cable (a) and terminal cryostat (b)

국내에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의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인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사

업단에서 2001년부터 초전도케이블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30m의 3상 22.9kV급 

초전도전력케이블을 시험하였으며[5], 현재 100m 
급 시스템을 고창 한전 전력시험센터에 설치하여 

시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에 국내의 실선로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전도 전력 케이블 시스템의 

설치, 평가, 운전 등과 관련된 기술을 조기 확보

하고, 특히 기존의 전력시스템에는 불필요하였던 

냉각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그림 1에 보인 22.9kV, 1250A 100m 급 3상 1 
cryostat 고온초전도 전력케이블을 한전 전력시험

센터(전북 고창군)에 설치하였다[6]. 본 논문에서

는 일본의 Sumitomo 전공에 의해 설치된 고온초

전도 전력케이블의 냉각시스템 구성과 냉각성능

시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 냉각시스템 구성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냉각은 과냉각 액체질소 

순환 냉각 방식으로 감압냉각시스템과 과냉각 액

체질소 순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운전온도로 냉

각된 과냉각 액체질소는 북측단말, 초전도케이블, 
남측단말을 냉각시키고, 리턴 파이프를 통해 냉

각실로 순환되는 냉각시스템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액체질소 탱크 (CE Tank)에서 공

급된 고압의 기액 혼합 질소를 기액분리기 

(Gas/Liquid separator)에서 1기압의 액체질소로 분

Fig. 2 Cooling System for the KEPCO HTS Pow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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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측정장소

온도

∙HTS 케이블 입/출구

∙단말 cryostat 입/출구

∙리턴파이프 출구

∙Subcooler, reservoir unit

∙단말 cryostat

압력

∙HTS 케이블 입/출구

∙리턴파이프 출구

∙Reservoir unit, subcooler

∙순환펌프 출구

액위
∙Reservoir unit, subcooler,

  gas/liquid separator

유량 ∙냉각실 출구 액체질소 공급라인

장력 ∙양 단말cryostat 외부

항 목 사 양

운전온도 66.4 ~ 77K

운전압력 최대 0.5MPa

유량 최대 50L/min.

냉각용량 3kW@70K

Table 1 Specifications of cooling system

리하여, 서브쿨러 (Subcooler)에 공급한다. 서브쿨

러에는 가열장치 (Heating unit), 버퍼탱크 (Buffer 
tank), 감압펌프 (Decompression pump) 로 구성된 

감압펌프시스템에 의해 대기압의 포화액체질소보

다 온도가 낮은 포화상태의 액체질소가 생성된

다. 액체질소 저장장치 (Reservoir unit)에서 순환

펌프에 의해 공급된 고압고온의 액체질소는

subcooler내에 설치된 공급파이프 통과에 의해 냉

각되어 과냉각 액체질소로 생성되어 초전도 케이

블 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이 과냉각 액체질소는 

북측 단말, 초전도케이블, 남측단말 순으로 유동

Fig. 3 Photographs of cooling system

Table 2 Measured parameters of HTS cable system

되어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을 냉각시키고, 리턴 

파이프를 통해 액체질소 저장장치로 순환된다. 
이 냉각시스템은 서브쿨러에서 액체질소 감압냉

각에 방식에 의해 초전도 케이블에 공급되는 액

체질소 온도를 조절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서브쿨

러내의 액체질소는 감소하여 주기적으로 서브쿨

러에 액체질소의 공급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 

냉각시스템의 사양을 표 1에, 냉각실내에 설치된 

냉각시스템의 사진을 그림 3에 보인다. 또한, 초
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열/기계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온도, 압력, 유량, 액위, 진공도, 장력이

측정되고, 이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측시

스템에 의해 모니터된다. 주요 측정 항목 및 측

정 지점을 표 2에 요약했다. 

3.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냉각시험 

3.1 초기냉각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초기냉각은 그림 4
에 보인 것과 같이 예냉기에 의해 상온에서 액체

질소온도 부근까지 냉각된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온도를 단계적으로 내려 예냉을 한 후에, 액체질

소를 충전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시스템의 

냉각에 있어서 급격한 냉각에 의한 케이블 시스

템의 급격한 냉각에 의한 각 요소간의 온도구배 

및 열수축 차이에 의한 응력발생 등을 피하기 위

2208



통전

시스템 

전체 

(kW)

초전도

케이블

(kW)

초전도

케이블

(W/m)

단말

(kW)

0A 1.2 0.22 2.5 0.55

1250A 2.3 0.84 9.3 1.03

Fig. 4 Schematic flow chart of coolant for initial 
cooling

Fig. 5 Temperature history of HTS cable for initial 
cooling

한 중요한 작업이다. 그림 5에 초기냉각시의 초

전도케이블과 북측 및 남측 단말의 온도변화를 

보인다. 케이블 시스템은 북측단말 (N. terminal), 
케이블 (cable), 남측단말 (S. terminal)순으로 냉각

되며, 예냉기에 의해 온도가 조절된 질소가스에 

의해  32시간에 결쳐 123K까지 냉각시킨 후, 그 

후 액체질소를 약 28시간에걸쳐 주입하여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전체에 액체질소를 충전하였다. 
이 모든 초기 냉각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
시간 정도였으며, 초전도 케이블, 북측 및 남측단

말에 충전된 액체질소량은 3,860L이다.

3.2 열손실 측정 및 검토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전류를 증가하면서 정격전류인 1250A 까지 연속

통전시험을 실시하여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열

손실량을 측정했다. 측정방법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각 지점에 설치한 온도센서에 의한 입

출구 온도차와 유량 및 액체질소의 물성치를 이

용한 식 (1)로 계산하였다. 

 ∆              (1)

Table 3 Heat loads of the system

Fig. 6 AC loss of the KEPCO HTS cable

1250A 통전시의 결과를 표 3에, 통전전류에 따

른 각 상 당의 단위길이 당 교류손실을 그림 6에 

보인다. 케이블 입구온도 66.4K, 유량 40 L/min 
에서 무부하시의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전체 

(냉각시스템 및 리턴 파이프 포함)의 열손실은 

1.2kW, 1250A 통전시에는 2.3kW였다. 즉, 시스템

의 통전 열손실은 1.1kW 이다. 무통전시의 초전

도 케이블의 열손실은 측정 초전도 케이블 길이 

90m에 대해 0.22kW로 단위길이 당 2.5W/m에 해

당하며, 단말의 열손실은 2대에 대해 0.55kW이

다. 또한 1250A 통전시의 열부하는 0.84kW로 단

위길이 당 9.3W/m에 해당하며, 단말에서는 2대에 

대해 1.03kW이다. 이 초전도케이블의 통전시의 

열손실에서 무통전시의 열손실를 빼면, 통전에 

의한 초전도체의 교류 손실에 해당하므로 1250A
에 대해 교류손실은 6.8W/m-3phases 로 측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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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
액체 증발량

[m3/s]

열부하 

[kW]

0A 7.07x10-6 1.18

1250A 1.39x10-5 2.32

Table 4 Heat loads of the HTS system calculated 
from evaporated LN2

3.3 액체질소 소비량 측정 및 검토

초전도 케이블시스템의 운전 중 액체질소의 소

비는 주로 subcooler의 액체질소 증발에 의해 발

생한다. 그러므로 subcooler의 액체질소 보충 주기 

및 일회 충전량을 산출하면 초전도 케이블 시스

템의 액체질소 소비량을 산출할 수 있다. 
Subcooler의 액체질소 보충주기는 무통전시 시간

당 1.53회, 1250A 통전시 시간당 3회 충전되어 

무통전시는 1일 610L, 1250A 통전시는 1,198L가 

소비된다. 이 소비량은 증발하여 소비된 액체질

소에 상당하므로 아래에 나타낸 식 (2)의 관계식

으로부터 전체시스템의 열부하를 환산할 수 있

다.

                  (2)

표 4에 보인 액체증발량을 기체량으로 환산하

여 열부하를 산출하면 무통전시 1.18kW, 1250A 
통전시 2.32kW에 상당한다. 이를 표 3에 보인 온

도측정에서 산출한 초전도 케이블 전체 시스템의 

열부하인 1250A 통전시 2.3kW, 무통전시 1.2kW
와 비교하면 2% 이내로 일치하고 있어 온도측정 

결과에서 얻은 전체열부하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4. 정    리

  한전전력실증시험장에 설치된 22.9kV, 1250A 
100m 급 HTS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의 냉각시스

템 구성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소

개하였다. 운전기술의 조기 확보 및 평가를 위해 

이후에는 실계통 적용을 가정한 열싸이클시험, 
장기운전시험 등이 실시되어 초전도 케이블의 실

계통 적용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전 전력연구원의 전력산업기술개

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J.A. Demko, et al., "TESTING OF A LIQUID 
NITROGEN COOLED 5-METER, 3000A 
TRI-AXIAL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CABLE SYSTEM", 
Advances in Cryogenic Engineering, 45A, 
pp.790-797, 2006

[2] J.Yuan et al., "A COOL-DOWN AND FAULT 
STUDY OF A LONG LENGTH HTS POWER 
TRANSMISSION CABLE" Advances in Cryogenic 
Engineering, 45A, pp.782-789, 2006

[3] R.C. Lee et al., "PERFORMANCE TESTING 
OF A CRYOGENIC REFRIGERATION SYSTEM 
FOR HTS CABLES", Advances in Cryogenic 
Engineering, 45A, pp.773-781, 2006

[4] M. Ichikawa et al., "Field Test of 500m 
high-Tc Superconducting Power Cable and Short 
Circuit Tests by Short Length Cable", Journal of 
the Cryogenic Society of Japan, 41-1, pp.12-19, 
2006

[5] I.S. Park et al., "Design and Operational Test 
of 22.9kV, 30m 3core HTS Cable Cooling 
System", KIASC Conference Proceeding, 
pp.271-274, 2005

[6] S.H. Sohn et al. "Status of HTS Cable Project 
in KEPCO", ACASC Conference Proceeding, p.60, 
2005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