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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surge characteristics on 345kV 
combined transmission system mixed overhead line and GIL(Gas 
Insulated Transmission Line). Then, it is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system mixed overhead line and XLPE power cables. Finally 
the lightning overvoltages are also discussed according to surge 
arrester installation in two kinds of combined transmission systems 
when the lighting strikes on the phase conductor.

1. 서    론

  GIL(Gas Insulated Transmission Lines)은 장거리 용량 시스템으로
서 용량 설비의 지 화가 필요한 구간이나 발․변 소 구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회선당 4,000 A 이상의 용량 소요 구간에서 수십 킬로
미터까지의 장거리 연결이 가능해 최근 국내에서도 345kV GIL 시스템
의 실계통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1-2]. GIL은 가스 연시스템으로서 가
공선로와 유사한 기  특성을 가지며 재폐로 등 가공선로와 통합 으
로 운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력수송 도체의 큰 단면  때
문에 재 이용 가능한 체 송 시스템(가공선로와 지  이블)에서 
가장 낮은 기  손실 특성을 가지며, 특히, 비유 율이 1.0인 혼합가스
(SF6+N2) 연방식을 사용하므로 기존 XLPE 2,500 ㎟ 이블에 비해 정
용량이 약 4.12배 이하로 작아져 충 류가 작아 충 보상을 하지 않

아도 장거리의 유효송 거리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GIL은 정 용량이 
매우 낮아 장거리 선로임에도 Reactive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 손
실이 없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른 송 용량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GIL은 기존 XLPE 이블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높은 서
지 임피던스 때문에, 가공선로+GIL로 구성된 혼합송 선로는 기존의 가
공선로+지 이블(XLPE 는 OF)에 비해 서지가 되는 특성은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 GIL과 XLPE 2,500 ㎟× 2B
로 구성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서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뇌써지 
발생시 각각 GIL  XLPE 이블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하 다.

2. 모델 계통

  그림 1에서는 ACSR 480 ㎟×4B와 GIL이 혼합된 345kV 혼합송 선로
의 계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ACSR(5km)+GIL(1km)+ACSR(5km)가 
혼합된 구조이며, GIL의 도체 규격은 표 1과 같다. 아울러, XLPE 2,500
㎟×2B와 혼합된 345kV 혼합송 선로의 계통도는 그림 2와 같다. 이처럼 
논 본문에서는 두 모델계통에 한 진행  특성을 비교분석하 으며, 뇌
격 발생시 피뢰기 유무에 따른 써지 특성을 비교하 다.

<그림 1> GIL 혼합송전선로 계통도

  <표 1> GIL의 도체 규격

도체외경 도체두께 외함외경 외함두께

180mm 15 mm 520 mm 10 mm

<그림 2> XLPE 2,500[㎟]×2B  혼합송전선로 계통도

  뇌써지 특성분석을 해 EMTP/ATP를 이용해 혼합송 선로를 모델
링 하 으며, 30 kA, 2×70 ㎲의 뇌써지가 가공+지  속부 인입 의 A
상에 침입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논문에서 용한 345kV 피뢰기의 
V-I 특성은 그림 3과 같으며, 피뢰기는 각각 원단, 부하단과 속부의 
인입부, 인출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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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45kV 피뢰기 V-I 특성 곡선
 

3. 서지 특성분석

  혼합송 선로에서는 가공선로 구간과 지 선로구간의 서로 다른 서지
임피던스의 향으로 속 에서 서지의 투반사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
문에서 검토한 ACSR 480 ㎟, GIL, XLPE 2,500 ㎟의 서지 특성은 표 2
와 같다. 표에서 서지임피던스는 CIGRE JWG 23/21/33.15[3]에 의한 값
이다. 한, XLPE 2,500 ㎟의 정 용량은 0.22 ㎌/km인데 반해, 계산된 
GIL의 정 용량은 0.0534 ㎌/km를 보 다.

  <표 2> 선종에 따른 서지 특성분석 결과

선종
서지

임피던스
[Ω]

속도
[m/㎲]

혼합
형태

투과
계수

반사
계수

ACSR 480[㎟] 263 284 ACSR
+GIL

0.312 -0.688
GIL 48.6 298

XLPE 2,500[㎟] 21 195 ACSR
+XLPE 0.148 -0.852

  표 2에서처럼 GIL은 XLPE에 비해 2.3배의 서지임피던스가 높아 혼합
송 선로의 속 에서 투과되는 압은 크나, 반사 압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의 각각 계통도에서 
상도체 1상에 단 압을 인가할 때 각 속부 인입 과 인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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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서지 압 특성을 EMTP/ATP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 다. 여
기서, 압이 인가되는 상의 부하단은 개방상태로 하 으며, 나머지 상
의 양단은 지하 다.

<그림 4> 가공+지중 접속부 인입점 서지 전압

<그림 5> 가공+지중 접속부 인출점 서지 전압

  <표 3> 혼합형태에 따른 접속부 전압 비율 및 진행파 시간

혼합형태
속부 압 비율 진행 시간

[㎲]인입 [%] 인출 [%]

ACSR+GIL 199 200.6 20.8

ACSR+XLPE 189 195 21.9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가공+지  속부의 인입 과 인출  서지
압 형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ACSR+GIL은 ACSR+XLPE에 비해 
인입 에서는 10 %, 인출 에서는 5 %의 높은 압이 발생하 으며, 투
반사 발생 시간도 XLPE에 비해 GIL이 빠르다. 요약하면, GIL 혼합 형
태는 기존의 XLPE에 비해 높은 서지 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각각 혼합형태에 따른 속부 압 비율  
진행  시간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뇌써지 특성분석
 본 에서는 2 에서 언 한것 처럼 30 kA, 2×70 ㎲의 뇌써지가 상도
체에 침입했을 때, 각각 혼합선로 형태에서 피뢰기 설치 유무에 따른 뇌
과 압을 비교분석 하 다. 그림 6 ∼ 그림 7은 피뢰기 미설치시 각각 
속부 인입 과 인출 에서 GIL과 XLPE의 혼합선로 형태에 따른 뇌과
압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속부 인입 에서 GIL의 혼합선로의 
최  압은 3 MV로 XLPE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출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GIL 혼합선로에서 과 압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GIL의 높은 서지 임피던스와 빠른 속도의 향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그림 8 ∼ 그림 9에서처럼 피뢰기 설치시에는 GIL과 XLPE
간 과 압은 피뢰기의 동작으로 인해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인입
에서 GIL 혼합선로가 최  753 kV, XLPE 혼합선로는 최  704 kV로 
GIL이 XLPE에 비해 49kV 높게 나타났다. 단, 인출 에서 측정된 압
은 거의 비슷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각 GIL과 XLPE 2,500 ㎟×2B로 구성된 345kV 혼합
송 선로에서 서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뇌써지 발생시 각각 GIL  
XLPE 이블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CSR+GIL의 혼합선로는 ACSR+XLPE의 혼합선로에 비해 인입
에서는 10 %, 인출 에서는 5 %의 높은 압이 발생하 으며, 투반사 
발생 시간도 XLPE에 비해 GIL이 빠르다. 요약하면, GIL 혼합선로는 높
은 서지 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가공+지중 접속부 인입점 뇌과전압(피뢰기 설치 무)

<그림 7> 가공+지중 접속부 인출점 뇌과전압(피뢰기 설치 무)

<그림 8> 가공+지중 접속부 인입점 뇌과전압(피뢰기 설치 유)

<그림 9> 가공+지중 접속부 인출점 뇌과전압(피뢰기 설치 유)

  2)  피뢰기 미설치시 뇌서지 분석에서, 서지특성의 차이로 인해 GIL의 
혼합선로는 XLPE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3) 피뢰기 설치시 GIL과 XLPE간 과 압은 인입 에서 GIL 혼합선로
가 최  753 kV, XLPE는 최  704 kV로 GIL이 XLPE에 비해 49 kV 높
게 나타났으나, 피뢰기 동작으로 인해 피뢰기 미설치시에 비해 그 차이
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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