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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construction of new transmission line is
getting harder because of social hostility to transmission tower.
Howevere, load is converged in metropolitan area and power plants
near this area are old and life of generator will end soon. Therefore,
power to supply load in this area should be transmitted from east
coast area and southern area. For these reasons, securement of
transmission capacity without new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is
important. In this paper, effect of one circuit AC line change to DC
transmission at the same transmission tower on the system available
transfer capacity is analyzed.

1. 서    론

최근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및 국제 유가 상등 등의 이유로 전력시
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급전하고 최대부하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
전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하는 주로 수도권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들은 동해안 인근지역과 남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인천지역의 발전기들은 곧 수명을 다해 더 이상 발전이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발전한 발전량을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도권지역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새로운 송전선로의 건설이 어렵고, 동
해안과 남부지방의 발전단지는 대규모화 되고 있어 송전용량 확보가 중
요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신규 송전선로의 건설 없이 송
전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추가적인 건설 없이
송전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선로의 열용량을 온도에 따라 유동적
으로 적용하는 방법, 철탑의 구조나 공간의 변경 없이 승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철탑을 그대로 활용하여 AC에서 DC 송전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철탑을 활용하여 AC 송전선로를 DC 송전방식
으로 교체하였을 때, 계통 관점에서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AC 송
전선로의 일부를 DC로 교체할 경우, AC 송전 방식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용량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1]. 또한 DC 송전방식의 경우 송전량 제
어가 가능하므로 계통 운영자가 유동적으로 계통 상황을 제어할 수 있
다. 그러나 전류형 직류송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함에 있어 많은량
의 무효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계통의 전압 안정도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C선로를 DC송전으로 교체하였을
때, 계통의 전압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V해석을 통해
융통 조류량을 검토하였다. PV 해석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계통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발전량은 줄고 기타
지역에서 발전하여 수도권에서 수전 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FV 해석을
적용하였다.

2. 본    론

  2.1 송전 방식 교체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송전선로의 건설이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어
렵다. 이 때문에 송전용량 추가확보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수
도권 지역의 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내 발전기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발전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부지
역에서 수전 받아야만 하며 이로 인해 송전용량 추가확보는 필수적이다.
기존의 AC 송전 철탑에 일부 선로를 DC로 변환함으로써 추가적인
송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공간을 활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DC
로 송전할 수 있는 송전량이 AC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안
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송전용량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AC선로와 DC선로를 같은 철탑에 활용할 경
우 선로 Coupl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이는 적절히 설계된 필터
설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또한 DC 송전을 위한 전력변환기의 경우 전
류형을 이용하면 운전함에 있어 많은량의 무효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한 전압 안정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융통 조류 해석
아래 그림은 국내 계통에서 수도권지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동부 및
남부지역에서 수도권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로가 다수 존재
하기는 하나, 지역내 부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송전용량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1> 수도권 계통도 및 주요 송전선로

수도권 내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비용 문제로 인해 수도권 지역 내에 신규로 발전기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밀집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부 및 남
부 지역에서의 수전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AC 계통의 경우 송전량
이 증가할수록 전압유지가 어려워 송전량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AC선로를 DC송전방식으로 교체할 경우, 송전용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전압문제로 인해 융통조류는 줄어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지
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선로들 가운데 아산-화산 선로에 직류
송전을 적용하였다. 2회선 중 1회선을 DC로 교체하였을 때, 직류 송전
량에 따른 융통조류를 분석하였다. 융통조류 분석을 위해서 FV해석을
적용하였다. 수도권 지역 내 발전량을 줄이고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동부 및 남부 발전기들의 활용을 높여 융통조류량을 평가하였다.

  2.2.1 FV 해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선로 가운

데 아산-화성 선로에 직류송전방식을 적용하였다. 2회선 중 1회선을 직
류로 송전할 경우 남은 한 AC선로의 송전량도 일정부분 제어가 가능하
다. 직류 송전량이 작을수록 기존 AC선로 송전량은 늘어나고 직류 송전
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류로 송전되는 전력량은 줄어든다. 모의는 국내
계통계획에 따른 2027년 계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선로의 기
존 조류량은 약 1034MW이다. 2회선이므로 약 2068MW의 전력량을 송
전 중이다. 한 회선을 직류로 교체하였을 때 남은 기존 AC선로 송전량
은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기존의 AC송전량 1034MW일 때 DC송
전량 역시 약 1050MW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AC 송전의 경우
계통 상황의 변화로 인해 송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두 회선 모
두 동일하게 송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DC의 경우 송전량을 조절
할 수 있으므로 DC 송전량을 늘여 AC 선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거나
DC송전량을 줄여 AC송전선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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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류 송전량에 따른 기존 교류송전량 변화

또한 각 DC 송전량에 따른 융통조류량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교류계
통의 경우 FV 해석을 통한 융통조류는 5762.5MW로 나타났다. 아래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내의 발전량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동부 및 남부 발전량을 늘려 송전할 경우 전
압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림 3> 기존 교류계통 융통조류 한계

아산-화성간 교류 송전선로 중 한 회선을 DC로 교체하여 DC 송전량
에 따른 융통조류량을 검토하였다. DC 송전량은 100MW부터 2000MW
까지 고려하였다.

<그림 4> 직류 송전량에 따른 융통조류 한계

아산-화성간 교류 송전선로 중 한 회선을 DC로 교체하여 DC 송전량
에 따른 융통조류량을 검토하였다. DC 송전량은 100MW부터 2000MW
까지 고려하였다. 검토결과는 위 그림에 나타나 있다. 직류 송전량이
1000MW까지는 기존의 5762.5MW에 준하는 융통조류한계를 보이나 직
류 송전량이 1000MW를 넘으면 융통조류한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직류 송전량이 많을수록 직류송전시스템을 운전하는데 필
요한 무효전력량도 증가하므로 전압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
다. 따라서 융통조류한계 역시 감소한다. 직류송전량이 1000MW일 때
FV curve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5> 직류송전량 1000MW 시 융통조류한계

직류 송전시스템을 활용하여 송전용량을 확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압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ACTS설비를 이용하
여 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개선한다면 융통조류 한계 역시 개선될 것이
다[4]. 계통에 충분한 전압 유지 설비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모의한
결과 융통조류는 최대 6775MW까지 늘어났다. 모의를 위해 과도한 용량
의 무효전력 보상설비를 이용하였으므로 현실적이지는 않으나, FACTS
설비를 통한 융통조류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부하는 증가하는 부하밀집지역인 수도
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동부 및 남부지역에
서의 전력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
우므로 신규송전선로 건설 없이 송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하다. 기존의 교류송전 경과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직류송전을 이용해 송
전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송전용량을 추
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류형 직류송전선로는 전압안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융통조류한계를 저하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전력공급 주요선로 중 한 곳에 직류송전을 적용
하였으며 직류 송전량에 따른 융통조류 한계를 검토하였다. 직류송전이
적용되면 송전용량이 확보되지만 직류 송전용량이 클수록 전압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비교적 융통조류한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류를 통한 송전용량확보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압문제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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