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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VDC is better economic method than HVAC in case of long distance transmission and it is possible to  

interconnect transmission lines regardless of difference of power frequency. The electrical environment problems of 

HVDC overhead transmission line are electric field, charged voltage, ion current and so on. For biopolar HVDC lines, 

most of the ions are directed toward the opposite polarity conductor, but a significant fraction is also directed toward the 

ground. These problems are major factor to design configuration of HVDC overhead transmission li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st a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HVDC overhead transmission line. In this paper, to assess the ion 

characteristic of HVDC transmission line, continuous measurements have been done on the biopolar single circuit line 

with ACSR 480mm2-6 bundle conductors of Gochang HVDC Test line. And then the 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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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직류송 은 기술 ·경제 인 문제로 인하여 발 소의 건

설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력 공 이 어려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리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교류

계통에서의 직류송 의 도입  국가간 계통연계 계획을 고

려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는 장거리 송 시 교류에 비해 경

제 이고 주 수가 다른 계통과도 연계가 가능해 국가간·지

역간 력수송을 가능하게 만들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기존에 설치된 발 용량을 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 을 지닌 직류송 을 력산업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류 송 선로의 코로나 발생 메커니즘은 공간 하의 

향에 의해 교류 송 선로와는 다른 환경장해 발생특성을 나

타낸다[1][2][3][4]. 직류송 선로의 도체에서 발생하는 코로

나 방 에 의해 발생된 공간 하의 흐름은 지표면 는 반

극성의 도체에 향이 있으며 이와같이 직류송 선로에서 

발생하는 공간 하는 도체의 최 도체표면 경도  지표

면 계강도에 향을 주어 극배열  선로형상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러한 직류송 선로의 코로나 특성분석시에 이

온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공직류 송 선

로의 건설시 최  지상고  극간격은 라디오 잡음  코로

나 소음 등의 환경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이온류의 향에 

의해 발생되는 지표상의 계강도  인체에 한 압

등과 같은 항목도 선로설계기 치 설정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하여 국내에서도 가공 직류송 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 와 력설비 

환경민원이 증하는 상황에서 에 지서비스의 편의성  

효율성 확보를 해서 력설비 친환경 책기술이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고압 가공직류 송 선로 건설시

에서 환경친화형 고압 가공 송변 설비의 설계, 건설  

운용에 한 력설비 친환경설계기술의 표 화와 종합 인 

환경 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압 직류가공선로에서 발생하는 기환경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500kV 가공직류 실증시험장을 구축하고 코로나 

방 에 의해 발생하는 계  이온류 특성에 한 분석결

과를 기술하 다.

2 . 본  론

2 .1  가공직류 시험선로 

가공직류 시험선로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총 3경간으로

(150m-300m-150m)로 기하학 인 심이 경간의 심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칭구조로 설계하 다. 력선은 ACSR 

480㎟ Cardinal 6도체를 선정하 고, 성선은 력선과 동일

한 ACSR 480㎟ Cardinal 2도체를 채택하 다. 실증시험선로

는 연  기환경 시험을 고려하여 2호 철탑과 3호 철탑

은 지상고와 극간격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1호 철

탑과 4호 철탑은 Dead-End Type의 내장형 철탑으로 설계하

다. 가공직류 시험철탑은 상용선로형의 semi-prototype 형

태의 극(Bi-Pole) 1회선이며,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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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가공직류 송 선로 기환경 특성연구를 수행한 국

가의 경우에는 력선의 지상고  극간격의 제어가 용이하

지 않았으며 지지물의 크기와 량이 형화 되어 경제 이

지 않다. 한 실제 송 선로의 형상과 일치하지 않는 문형

철탑 형태의 지지물로서 상용송 선로의 형태를 모의한 

연설계 등 송 기자재 연구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 을 개선하고자 상용형 철탑에 특수 암(Arm)을 제

작하여 력선의 지상고  극간격을 제어하는 

semi-prototype 형태의 시험선로를 설계하 다. 가공직류 시

험선로는 상용선로형의 형태로 지지물 설계, 연 조설계, 

선로건설기술  송 기자재 시험등 가공송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며 경제 이며 실용 인 연구가 가능하게 구

축하 다. 한 시험선로의 설치방향은 가능한 주풍향과 직

각을 이루도록 건설하는 것이 향후 풍속  풍속에 한 이

온류 장해특성을 평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시험선로를 

건설시 주풍향(북서풍, 방 : 300˚)을 사 에 조사하여 주풍

향과 시험선로가 가능한 한 직각이 되도록 시험선로의 철탑

을 배치하 다. 

(a) 인입철주   (b) 1호철탑   (c) 2,3호 철탑  (d) 4호 철탑

그림 1  ±500kV 가공직류 시험선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HVDC Overhead Test line 

2 .2  기환경 계측시스템

직류송  실증시험장에서의 기환경시험은 장기간 연속

으로 수행되므로 측정시스템 운용의 효율성, 안정성, 정확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장해항목

의 측정시스템을 정기 으로 검  교정 실험하여 센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치하 다. 각종 측정센서는 국제규

격의 추천지 , 해외 시험선로에서의 표  치  코로나 

이지에서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배치설계 하 다. 따라

서 측정센서들은 시험선로 앙경간 부근에 다수 설치하

다. 코로나 방 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환경특성을 평가하

기 하여 라디오장해, 텔 비 장해, 코로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 으며, 직류송 선로의 이온류 특성

을 측정하기 한 압, 이온 류 도, 계를 특성을 

측정할수 있는 센서들을 배치하 다. 표 1에는 직류가공 송

선로의 이온류 기환경장해특성을 측정하기 한 장해항

목 별 계측센서의 설치 개수를 나타내었고, 그림 2에는 이러

한 각 센서들의 배치도를 나타내었다. 

직류 코로나 발생시 양극에서는 펄스의 크기가 크고 펄스 

발생간의 시간차이가 크지만, 음극에서는 펄스의 크기도 작

고 펄스 발생간의 시간차이가 짧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직

류가공 송 선로의 코로나 방 에 의해 발생되는 가청소음, 

라디오장해  텔 비  장해는 주로 양극에서의 큰 펄스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선로의 양극측에만 가청소음, 라디오

장해  텔 비  장해 측정 센서를 설치하 다[5]. 한 

압을 측정하기 한 표 모델인 원 체외에 인체모델

에 유사한 형태의  압을 모의하기 한 원통 체에 

의한 압 특성도 평가하기 해 동일조건에서 이온이 더 

많이 발생되는 음극성 측에 원통 체를 설치하 다[6]. 

표 1 가공직류 시험선로 이온류 환경장해항목별 신호 채

 수

Tab le 1 Number of Signal Channel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nterference Items for the Test Line

치구분 장해항목(센서) 채 수 비 고

양극

원  체 4 10GΩ3개, 100GΩ1개

평  극 4

계계 4

선로 앙
평  극 1

계계 1

음극

원  체 7 10GΩ5개, 100GΩ2개

원통 체 3 10GΩ1개, 100GΩ2개

평  극 6

계계 4

기상요소 12
온도1, 풍향3, 풍속3, 
습도2, 강우2, 기압1

그림 2  직류실증시험장의 센서 배치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ensors in HVDC tes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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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가공직류송 선로의 이온류 특성

직류송 선로에 있어서 이온류 압, 이온 류 도, 

지표면 계강도는 코로나 방 에 의하여 기인하며 송 선

로의 압, 극배치, 지상고, 도체 방식  기상상태와의 상

계가 크다. 직류송 선로의 코로나 발생 메커니즘은 교류 

송 방식과 달리 지충 류가 방출되지 않는다. 개시 코

로나 압(Corona Onset Voltage)이하에서 운 에는  정

계(Electrostatic Field)만이 존재하고 이온 류는 선하에서 

측정되지 않으나, 그 이상에서 운 하면, 즉 공기 연 괴

(Air Breakdown)를 가져오는 도체상의 도체표면 경도 

이상의 송 압이 인가되면 도체와 같은 극성을 가진 이온

이 도체로부터 방출되기 시작한다. 코로나의 결과로서 발생

한 공간 하는 선간 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 계와 결합

하여 지 계를 증가시키고 공기를 통한 이온의 간  유

도로 물체에 류나 압을 유기시킨다. 한 교류 송 선

에서 코로나에 의해 생긴 이온은 교번 계로 인해 도체 부

근에 제한되어 존재하지만, 직류 송 선로의 경우는 도체로

부터의 이온이 지나 반  극성의 도체로 흐른다. 이온의 

발생량은 양극보다 음극에서 보다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이온의 운동은 그림 3과 같이 도체와 도

체사이 는 도체와 지면 사이의 상호 극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이온 류(Ion Current)의 흐름을 가져온다. 이러

한 직류송 선로의 이온류 특성은 지표면 계강도와 공간

하 도, 그리고 이온에 의하여 충 되는 압을 측정 

평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양극 음극

E

E

E

E

그림 3  극 1회선 직류 송 선로에서의 이온의 흐름

Fig. 3  Ion flow from one bi-pole DC transmission line

3 . 측정결과  고찰

직류송 선로의 코로나 방 에 의한 이온류 향을 평가

하기 해 ±500kV의 직류시험선로를 극 1회선, 극간격 

22m, 선지상고 18m, ACSR 480mm2 Cardinal 6도체방식

으로 하여 실증시험을 약 3개월간 수행하 다. 계강도는 

두 개의 극을 회 시켜 직류 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

하 으며, 압은 인체의 지면 항을 모의한 10GΩ

과 100GΩ 2종류의 항과 체 형상을 원통과 원 의 2

가지 형태로 구성하 으며 이온 류 도는 평 극이 양극, 

음극 선로의 수직방향으로 11개소에 설치되어 직류송 선로

에서의 이온의 향을 측정 분석하 다. 

인체의 지 항은 10GΩ과 100GΩ으로 모의할수 있

으며 10GΩ은 일반인 신발의 지면 항을 모의하 으

며, 100GΩ은 사람이 연성능이 높은 연화를 신었을 경

우의 지 항을 모의한 것이다. 압은 10GΩ의 

원 체를 심으로 측정하 으며, 비교평가하기 해 

100GΩ 원 체를 설치하 다. 한 인체모델에 유사한 

형태의  압을 모의하기 하여 원통 체를 설치하

으며 이는 제5차 한국인 인체지수조사사업(2003.4∼

2004.11)의 결과에 의거하여 한국인 성인남자(19세∼65세)의 

평균신장과 가슴둘 를 고려하여 설계하 다. 

한 체의 모서리에서 코로나 발생하지 않도록 

체는 소형 실드링을 설치하 으면 상세 사양을 아래에 나타

내었다[7].

 • 원   크기 : 1m 직경 원

 • 원   재질 : 2mm 알루미늄 

 • 지지기둥 재질 : PVC 이 (외경 114mm)

 • 내부설치 항 

   ∘10GΩ(Volts Max. 80kV, 길이 33cm, 직경 1.5cm)

   ∘100GΩ( 상동 )

 • 지지 받침   앵카핀 : 용융아연도

평 극의 경우 측정 극을 지지하는 연물에의해 설

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물에 히터를 설

치하 으며 상세 사양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측정 극 크기 : 2m×1m, 1매

•Guard 극 크기 : 0.5m×2m, 4매

• 극 재질 : 2mm 두께의 알루미늄 

•지지 가  재질 : ⊏자형 용융아연도  channel

•측정 극 스페이서 : 12개

  ∘Spacer 재질 : 테 론

  ∘원통 재질 : 투명 아크릴

  ∘베이스 : 아크릴 

  ∘방습 히터: 25mm 직경의 알루미늄 이 , 3W/개 

3 .1  지 표면 계강도

그림 4는 양극성 선로 직하의 계계에서 기상 조건별 지

표면 계강도를, 그림 5는 기상조건별 계강도의 lateral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계강도의 최 값은 각 극

성 도체 직하부근에서 발생되었으며, 각 극성 도체로부터 거

리가 1m 증가함에 따라 약 0.2∼0.5kV/m 정도 감쇄되었다. 

한 측정 데이터를 강우시, 청명시에 따라 유효조건을 달리

하여 통계처리한 결과 강우시 지표면 계가 청명시보다 크

게 발생되었다. 이는 강우시 코로나 방 에 의한 이온발생

량이 청명시보다 많기 때문으로 단된다[1][2]. 그러나 최

값의 경우 강우시보다 청명시 지표면 계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습도 등의 주변조건에 의해 청명시에 강

우시보다 더 높은 계강도가 일시 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보호 에서 청명시에 주 가 더욱 요구된다.

그림 6은 풍향이 양극성에서 음극성으로 부는 경우의 분

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경우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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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상 조건별 지표면 계강도 비교(양극성 직하)

Fig. 4 Comparison of electric field among weather conditions

그림 5  지표면 계강도의 lateral profile(L50%)

Fig. 5  Electric field profiles between fair weather and foul

극성 도체측과 음극성 도체 주변의 지표면 계강도는 부호

만 반 일 뿐 값의 크기는 거의 유사했지만 풍속이 

5m/s 이상인 경우는 양극성 도체측의 지표면 계강도는 바

람이 불지 않는 경우보다 작아졌으며 음극성 도체측의 최

값도 도체 직하가 아니라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이동된 것

을 확인하 다. 이는 바람에 의해 양극성 도체에서 발생된 

이온이 음극성 도체로 이동되고, 그 결과 음극성의 도체표면 

계강도는 증가해 코로나 방 이 활성화 되는 반면, 양극성

의 도체는 바람의 향에 의해 무풍시보다  음극성 도체로

부터 이온을 덜 받기 때문에 무풍시보다 도체표면 계강도

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8][9]. 

그림 6  풍속별 지표면 계강도(풍향: 양극→음극)

Fig. 6  Electric field profiles by wind speed(wind direction: 

positive→negative)

그림 7은 그림 6의 측정조건에서 풍향이 반 방향인 조건

이기 때문에 양극성 도체직하 부근의 지표면 계강도가가 

무풍시보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7 풍속별 지표면 계강도(풍향: 음극→양극)

Fig. 7 Electric field profiles by wind speed(wind direction: 

negative→positive)

지표면 계강도의 기상조건별 발생특성을 평가하기 해 

양극성 직하 계계 EF7(그림 2 참고)에서 온도, 습도별 발

생량을 통계 처리하여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데이

터 처리 결과 온도가 상승할수록 지표면 계강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습도가 증가할수록 지표면 계

강도가 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8  온도변화별 지표면 계강도

Fig. 8  Electric field profiles versus temperature

그림 9  습도변화별 지표면 계강도

Fig. 9  Electric field profiles versus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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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압

직류송 선로에서의 압의 Lateral 특성은 선로 

심으로부터 압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최 값은 각 극성 도체의 직하에서 발생함을 그림 10과 같

이 확인하 다.

그림 1 0  압 lateral profile

Fig. 1 0  Lateral profile of Charged voltage 

바람의 향을 평가하기 해 풍속이 3m/s 이상인 경우의 

압과 풍속이 거의 없는 경우의 측정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풍향 조건으로는 양극성의 도체에 수직으로 부

는 바람에 의해 체에 되는 압을 측정결과 지표면 

계강도와 유사하게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이온이 이동하

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경우 압은 바람이 불지 않은 

경우보다 최 값 발생지 이 이동되고 크기도 더 커지는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지표면 계강도에서 나타난 풍속의 

향과 동일한 이유에 의해 나타난 특성이라 단된다.

그림 1 1  풍속별 압 lateral profile(풍향: 양극성→음극성)

Fig. 1 1  Lateral profile of Charged voltage by wind speed

3 .3  이온 류 도

이온 류 도는 지표면에 가드 극이 설치된 평 극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온 류 도 측정시 빗방울에 의해 측

정 극과 가드 극을 단락시킬 수 있고, 발생량이 작아 청명

시 데이터만을 처리하 다. 측정한 데이터를 통계처리한 결

과 그림 12과 같이 lateral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으로 해외에 건설된 직류송 선로의 경우 발생량이 500nA/m2 

이하이며 이러한 발생량이 발생시 기  양이온은 102∼

105cm-3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104cm-3보

다 많은 양이온이 존재하면 인체호흡기에 유해를  수 있

기 때문에 직류송 선로에서의 코로나 방 에 의한 이온 발

생량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2  지표면 이온 류 도의 lateral profile

Fig. 1 2  Lateral profile of ion current density at ground

그림 13은 지표면 이온 류 도의 바람의 향을 나타낸 

것이다. 선로의 인가 압, 기온, 습도는 유사한 상태에서 풍

속이 3m/s 이상인 경우의 이온 류 도와 풍속이 거의 없는 

경우의 측정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이온

류 도는 바람이 불지 않은 경우보다 최 값 발생지 이 이

동되고 크기도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1 3  풍속에 따른 이온 류 도

Fig. 1 3  Ion current profiles by wind speed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압 직류 가공 송 선로의 기환경친

화설계 기술자료를 도출하기 해 직류실증시험장을 구축하

고, 직류시험선로의 선로형상은 극간격 22m, 선지상고 

18m, 인가 압 ±500kV, 극 1회선 ACSR 480(C)mm2 6도

체방식으로 하 다. 기상 향에 한 선로주변에서의 지표

면 계강도, 압, 이온 류 도를 평가하기 해 약 3

개월간 데이터를 측정하 으며 통계처리한 발생특성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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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류가공 송 선로의 이온류 발생량은 선로직하 부근

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났으며, 온도, 습도, 풍조건등의 

기상조건에따라 발생량이 변화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2. 지표면 계강도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 지표면 

계강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습도가 증가

할수록 지표면 계강도가 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지표면 계강도, 압, 이온 류 도의 측정결과 

직류송 선로에서 발생되는 기환경장해 항목들에 

향을 미치는 기상요소 에 바람의 향이 가장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향, 풍속 변화에 한 지표면 

계강도, 압, 이온 류 도의 경우 풍조건에 따

라서 발생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바람이 부는 측(up stream)의 장해

항목들의 발생량은 일반 으로 작아지고, 바람이 불어

가는 측(down stream)의 장해항목들의 발생량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5 . 맺 음  말

향후에는 고압 직류실증시험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로

형상조건과 계 특성, 연간특성  기상 상 계 등의 분석

을 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국제기   해외의 연구사례와 

비교한 ±500kV 직류송 선로의 설계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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