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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과 이를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요약

최소 1개의 상을 갖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은 초전도 코어(2)를 구비하고 그 내부에는 복수개의 요소
(3)가 수용되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고 자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으며, 이들 각각은-각각의 상에 
대하여-한쌍의 상과 중성의 동축 전도선을 포함하고 절연재(8)를 개재함으로서 서로간에 전기적으로 절연
된다.

초전도 재료를 몇개의 동축 전도 요소(3)로 배치하는 관계로, 케이블(1)은 초전도 조건에서 고전류량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자기장에 민감한 고온의 초전도재를 사용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과 이를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3상 초전도 케이블의 부분 단면 사시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전도선(4)과 이 산전도선의 외측에 있고 동축인 중성 전도선(5)을 구비하고 이들 각각은 최소 1개의 
초전도재 층을 포함하고, 상기 동축의 전도선(4.5)은 전연재(8)를 개재하여 서로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는 
초전도 코어(2)와, -상기 코어(2)를 상기 초전도재의 임계 온도보다 높지 않은 온도에서 냉각하는 수단을 
구비한 최소 1개의 상을 갖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에 있어서, 각각의 상에 대해서, 자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복수개의 전도 요소(3)와, 이 각각의 전도 요소(3)는 한 쌍의 상(4)과 중성(5)의 동축 전도선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상(4)과 중성(5)의 동축 전도선은 각각의 관형 원통형 서포터(5,6)상에 감
긴 복수겹의 초전도재 테잎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전도재의 테잎은 상기 서포터(6,7)에 10°-60°의 각으로 감긴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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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한쌍의 상(4)과 중성(5)의 동축 전도선은 상기 관형의 원통형 서포터(6,7)상에 위치된 
복수겹의 초전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소(3) 각각의 상전도선의 직경이 25-40㎜ 사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2)는 65°K-90°K 사이를 온도에서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
도 케이블.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2)는 약 4°K의 온도에서 액체 헬륨으로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전도재는 하기의 공식을 갖는데;

BiαPBβSrｒCaΩCuεOx                     (I)

여기서, α는 1.4-2.0 사이의 수이고; β는 0-0.6 사이의 수이며; ｒ는 0-2.5 사이의 수이고; Ω는 0-2.5 
사이의 수이며; ε는 1.0-4.0 사이의 수이고; x는 다른 존재하는 산화물에 상응하는 화학량론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

청구항 9 

최소 1개의 상을 갖는 초전도 케이블(1)내의 설정값보다 큰 전류량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류
는 분할되는데, 이는 각각의 상이 대해서 동축형의 자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복수개의 전도 요소(3) 사
이에서 분할되며, 상기 전도 요소(3)의 수는 각각에서 전송된 전류 분할이 사용되는 초전도재의 전도성 
감소를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하는 자기장에 상응하는 표면의 전류 밀도를 결정하는 값보다 작은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는 다상 교류 전류이고, 각각의 상에 대해서 사이에서 전류는 상기 전도 요소
(3)의 사이에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량의 설정값은 최소 500m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
한 전류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초전도재를 전도성 감소를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장은 200mT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초전도재를 전도성 감소를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장은 200mT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고전력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한 전류 전송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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