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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C 하이브리드 선로의 전기환경특성 예측을 위한 축소모델 개발
A Development of Reduced-scale Model to Predic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C/DC Hybrid Overhead Transmi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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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o Maeng․Mun-No Ju)
Abstract - To review application of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line to HVAC T/L in operation,
reduced-scale model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arms of model were designed to change height and interval of
conductors. Electrical environmental interferences were estimated by various configuration of AC 345kV and DC 250kV
T/L. The interferences such as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ion current density were measured and converted
reduced-scale factor to full-scaled. Additionally, effects between AC and DC T/L we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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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성 때문에 전력계통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력
전자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HVAC(High voltage alternating
current) 송전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주파수가 다른 계통을 연계하거나, 장거리 선로
운전시 HVAC 선로보다 많은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새로운
HVDC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선로부지 확보는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존하는 HVAC의 용지
범위 안에 새로운 HVDC 선로를 건설하거나 HVAC 선로를
HVDC 선로로 변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직류
송전선로를 교류선로 용지범위 안에 새로 설치하여 운전하는
방법과 기존의 교류선로용 철탑에 직류선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류 및 직류선로를 동일한
철탑에 설치하는 것을 하이브리드(Hybrid) 선로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선로의 운전은 전계강도, 코로나 임계전압, 코로나
전류 관점에서 교류 및 직류 도체 간에 상호작용을 유발시켜
지표면의 직류전계강도, 이온전류밀도, 교류 전계강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은 인체에 대한 전기적인 충격
(shock), 생물학적 영향 등에 관련되기 때문에 인체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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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류선로의
상용주파수가 직류선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직류선로의
이온 등의 영향으로 교류선로에 고장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선로를 건설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선로의
형상, 적정 운전전압 등 다양한 요소별 전기환경 및 제반 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하이
브리드 선로를 축소모의한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하이브리드 선로의 전기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이브선로의 특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운전중인 AC 345kV선로를 하이브리드 선로 또는 HVDC
선로로 변환 시 전기환경장해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적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보다 실선로에 가까운 실험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원통형태의 도체 대신 ACSR전선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는 동재질의 연선을 사용하였다[3～4].

2. 본 론
2.1 축소계수 분석
축소모델의 축소계수(scale factor)는 인가전압, 실험 공간,
도체 크기 등에 의해 결정되며, 축소모델의 1차원 기하학적
축소계수,  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축 소
축 소
축 소
      



실제

실제

(1)

실제

여기서  은 소도체 반경,  는 선로의 높이,  는 소도체
간격이다. 또한 인가전압에 대한 축소계수  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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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소
  
실 제

(2)

     이 된다. 따라서 실선로에서의 전계강도,
실 제  축 소      가 되고, 이온전류

밀도 축소계수는       이 되므로, 실선로에서의
초고압 교류 송전선로에서는 코로나 방전에 의한 이온의
영향이 지표면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전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인가전압과 지표면 전계강도의 관계는
코로나 발생이 없는 상태로 가정한다. 따라서 축소모델에서의
지표면 전계강도의 축소계수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3]. 그러나 직류 송전선로의 축소계수는 코로나 방전이 발

지표면

이온전류밀도,

실 제  축 소    

  가 된다.

2.2 AC/DC 하이브리드 선로 축소모델
2.2.1 축소모델선로 설계

생하지 않는 코로나방전 임계전압 미만에서는 교류 송전선로
와 동일한 조건이 되지만, 코로나 방전이 발생되는 코로나 방전
임계전압 이상에서는 이온 영향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축 소
축 소 축 소
축 소 실 제

        
실 제
실 제 실 제
실 제 축 소


(3)

한편 지표면에서의 전하밀도 는 식 (4)와 같이 나타낸다.
   × 

(4)

여기서  는 유전율,  는 지표면 전계강도,  는 면적,  는
체적이다. 따라서 전하밀도의 축소계수,  ρ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2, 3].
축 소
축 소 × ′′
축 소 ′
      
실 제
실 제 × 
실 제  ′

 









 
 






(5)

식 (5)로부터 지표면 이온전류밀도 의 축소계수  를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축 소
축 소

        
 실 제
실 제


하이브리드 축소모델 시험선로에 AC/DC 전압을 인가하여
지상고 및 극간격별로 좌표를 변화하면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가변형 암(Arm)을 설계하였다[1, 2]. 축소모델의 재료는
모두 절연체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하부 지지판은 에폭시
절연판을 사용하며, 지지대는 금구류 및 전선이 설치된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백크라이트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선로의 극간거리 및 지상고를 변화하기 위한 가변형 암은
MC-Nylon 절연체로 설계하였다.
소도체를 축소모델에 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크
(Yoke)와 스페이서(Spacer)를 채용했다. 요크는 인가전원의
인가선과 소도체를 연결하기 위해 도전성을 갖는 금속으로
제작한다. 또한 요크의 끝부분에서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구형으로 제작하고, 시험도체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요크 앞부분을 조립식(나사산 방식)으로
한다. 스페이서는 소도체간의 간격, 약 15mm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림 1에는 축소모델에 이용될 요크와
스페이서의 설계도면과 선로전체 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시험도체와 요크를 연결하는 볼트, 너트를 제외하고는 갭
방전을 포함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축소모델을 조립하기
위한 모든 볼트와 너트는 에폭시와 같은 절연체로 제작하여
축소모델이 모두 절연체가 되도록 그림 2와 같이 제작하였다.

(6)

 는 이온 이동도의 축소계수로써 실선로와 축소모델선로의

이동도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지만, 기상조건 등 한정된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온의 이동도도 동일하게 되어(  =1) 식
(6)을 만족한다. 도체 코로나 전류는 지면에서의 이온전류밀도를
폐면적  와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전류의
축소계수,  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축소
축 소 축 소

        
실제
실 제 실 제


그림 1-1 축소모델선로용 금구류
Fig. 1-2 Accessories for reduced-scale model

(7)

하나의 예로서, 하이브리드 선로의 직류 선로 측의 쌍극
1회선 ±500kV 실선로를 기하학적으로 1/30 축소한 모델에
±35kV를 인가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 지표면 전계강도가
10kV/m이고 지표면 이온전류밀도가 100μA/m2로 측정된 경우,
실제 쌍극 1회선 ±500kV 선로에서의 지표면 전계강도와 이온
전류밀도는 축소계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전압 축소계수,
     이
되므로
전계강도
축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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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축소모델선로 형상 설계도
Fig. 1-2 Design of reduced-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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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축소모델선로
Fig. 2 Reduced-scale model
그림 3-1 축소모델선로용 DAS 구성도
Fig. 3-1 Diagram of DAS for reduced-scale model

2.2.2 시험선로 전원장치
직류 시험전압 발생장치는 전압별로 도체의 코로나 방전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최대 ±60kV까지 발생되도록 제작하
였으며, 제작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직류 시험전압 발생장치의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DC power supply
입력전압
출력전압
출력전류

사 양
AC220V, 50∼60Hz
0∼±60kV
0∼±5mA

Ripple

0.1%

Line
Regulation
Load
Regulation
Efficiency
보호회로

비 고
가변형
가변형
RMS 최대
출력시

0.01% at±10% input change

그림 3-2 전원, 측정장치 배치 및 DAS 운용화면
Fig. 3-2 Power supply, arrangement of measurement
equipment and display of DAS

0.01% at full load
80%이상 최대 출력시
Over Voltage, Over Current

345kV의 축소모델에 적용할 3상 60Hz 교류전압 발생장치는
전압을 가변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1차 전압을 가변함
으로써 최대 30kV까지 발생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제작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4는 시운전 시에 코로나를 관찰할 목적으로 주야간에
축소모델선로에서 발생되는 가시 코로나를 관측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축소모델선로에서도 실규모와 유사하게 코로나
방전이 선로상에 고르게 분포하며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교류 시험전압 발생장치의 사양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AC power supply
입력전압
출력전압
출력전류
정격용량

사 양
3상 AC380V, 60Hz
3상 0~30kV
580mA
3상 30kVA

비 고
가변형
정격

2.2.3 선로 전기환경 측정시스템
그림 3에는 축소모델선로에서 발생되는 전기환경 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전계계 및 평판센서의 배치도 및 2초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AS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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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간 코로나 관측
Fig. 4-1 Visible corona observation in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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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선로의 극성을 다르게 배치한 경우
(Case A와 Case B, Case C와 Case D) 부극성이 하부에
존재하는 Case B와 Case D의 지표면 전계강도가 더 크게
발생되었다.

그림 4-2 야간 코로나 관측
Fig. 4-2 Visible corona observation in night
2.3 전기환경특성
(a) Case A
표 3의 345kV/±250kV Hybrid 선로의 축소모델형상은
345kV 표준철탑을 참고로 346kV 실선로 형상에 축소계수
0.04(=1/25)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표
3 345kV/±250kV Hybrid 선로형상
Table 3 Line arrangement of 345kV/±250kV hybrid line
Arm
실선
로

상
중
하
Arm

축소
모델

상
중
하

선로지상고, [m]
AC
DC
345kV ±250kV
40
40
32
25
25
선로지상고, [m]
AC
DC
23kV
±17kV
1.6
1.6
1.3
1.0
1.0

AC-DC선로
간격
18
18
AC-DC선로
간격
0.73
0.73

비고
도체방식
2
2×480 mm
(b) Case B
비고
도체방식 2B
소도체직경
2.01mm

표 3에 나타낸 축소모델의 선로형상을 표 4와 같이 5가지
조건으로 변화하면서 각 Case별 장해항목을 평가하였다[3, 4].
표
4 345kV/±250kV Hybrid 실험조건
Table 4 The test configuration for 345kV/±250kV Hybrid
Case A

Case B

Case C

Case D

Case E

(c) Case C

AC, DC 가압 AC, DC 가압 DC만 가압 DC만 가압 AC만 가압
그림 5에는 각 Case별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선로 직하
에서의 지표면 전계강도(L50%)를 나타내었다. AC 및 DC
선로측에 각각 20kV부터 30kV로 인가시 전압에 따른 지표
면 전계는 증가하였으며 DC 전압만 인가한 Case C와 AC와
DC을 모두 인가한 Case A와의 지표면 전계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AC 선로에 대한 지표면 전계의 영향은 거의

AC/DC 하이브리드 선로의 전기환경특성 예측을 위한 축소모델 개발

(d) Cas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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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는 345kV/±250kV Hybrid 실규모 선로를 축소
모의한 각 Case별 직류선로직하에서의 이온전류밀도(L50%)
를 나타내 었다. 이온 전류밀 도 측정결 과 극성 변화 및
AC 전압 운전여부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이 Case A부터
Case D까지 거의 유사한 발생량을 나타내었다.

(e) Case E
그림 5 선로형상 및 운전조건별 지표면 전계강도
Fig. 5 Electric Field Strength in Various Arrangement Line
and Conditions
그림 6에는 345kV/±250kV Hybrid 실규모 선로를 축소
모의한 각 Case별 직류선로직하에서의 지표면 전계강도
(L50%)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AC 선로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아서 AC와 DC을 모두 인가한 경우와 DC만 인가한 경우의
지표면 전계는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DC 선로의 극성을
다르게 배치한 경우, 부극성이 하부에 존재할 때의 지표면
전계강도가 더 크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부극성을 하부에
위치시키고 DC만 인가한 경우의 지표면 전계강도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a) Applied Voltage: AC 23kV, DC ±17kV(Scale Factor: 1/15)

(b) Applied Voltage: AC 30kV, DC ±22kV(Scale Factor: 1/11.5)
그림 7 선로형상 및 운전조건별 이온전류밀도
Fig. 7 Ion current density in various conditions
2.4 실선로 환산
(a) Applied Voltage: AC 23kV, DC ±17kV(Scale Factor: 1/15)

AC선로와 DC 선로간의 거리를 18m로 한 AC345kV /
2
DC±250kV Hybrid 2×480(C)mm 도체방식인 송전선로를
기하학적으로 1/25 축소한 모델에 전압을 인가하여 수행한
모의실험에서 각 전압 및 기타 실선로 환산계수 등은 표 5와
같다. 이러한 환산계수는 식 (1)∼(7)을 통해 얻은 것이다[2].
표
5 실규모 송전선로 환산계수
Table 5 Full-scale Transmission Line Conversion Factors

(b) Applied Voltage: AC 30kV, DC ±22kV(Scale Factor: 1/11.5)
그림 6 선로형상 및 운전조건별 지표면 전계강도
Fig. 6 Electric Field Strength in Various Arrangement Line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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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계수
축소모델
실선로 인가전
전계
이온
전압 선형
인가전압 [kV]
압 [kV]
강도 전류밀도
AC23/DC±16.7 AC345/DC±250 0.067 0.04 1.667 41.667
AC30/DC±21.7 AC345/DC±250 0.087 0.04 2.175 54.347
표 5에 나타낸 Hybrid 축소모델 환산계수를 이용해 측정
값을 실제선로에서의 지표면 전계강도로 환산하게 되면 표
6과 같게 된다. 따라서 축소계수를 적용하여 축소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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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데이터를 AC345kV/DC±250kV Hybrid 실제선로로
환산한 결과 선로운전조건에 따라 지표면에서 약 2kV/m 정도의
지표면 전계강도(L50%)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브리드 선로의 전기환경특성 대부분은 DC선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표면 전계강도의 경우 부극성에 비해 정극성 선로에서

표

6-1 축소모델선로 측정치
Table 6-1 Data measured by reduced-scale model
인가전압 [kV]
AC

23

30

지표면 전계 측정
Case
A

값 [kV/m]
AC측
DC측
0.91
2.25

B

-1.12

DC

17

22

측정지점

C

1.25

2.99

-1.49

-3.23

E

-0.10

-0.10

A

1.63

4.01

B

-2.00

-4.37

C

1.53

3.90

D

-1.98

-4.38

E

-0.03

-0.06

AC

345

345

A

지표면 전계 환
산치 [kV/m]
AC측
DC측
0.54
1.35

B

-0.67

-1.50

C

0.75

1.79

D

-0.89

-1.93

E

-0.06

-0.06

A

0.75

1.84

B

-0.92

-2.01

C

0.70

1.79

D

-0.91

-2.01

E

-0.01

-0.03

Case

DC

250

250

DC 80kV 하이브리드 시범선로에 대한 전기환경

선로 특성평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로중심에
서 0.4m

표
6-2 실규모 송전선로 환산치
Table 6-2 Converted data of full scale transmission line
선로전압 [kV]

향후, 제주 80kV HVDC 실증시험선로에 구축중인 AC
154kV /

특성평가 및 축소모델선로를 활용한 사전예측을 통해 축소
모델을 이용한 전기환경특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낮은 비용과 짧은 시간 동안 신뢰성 있는

-2.51

D

크게 발생한다.
-이온전류밀도에 대한 AC 및 DC선로의 구성 조건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환산지점

선로중심
에서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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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선로로 운용중인 AC 345kV 선로의
AC 345kV/ DC 250kV 하이브리드 선로 변환시 전기환경특성
분석을 위한 축소계수 및 시험용 축소모델을 설계하였고,
개발한 축소모델선로를 이용하여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축소모델 및 실선로 환산치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선로의 전기환경특성은 대부분 DC선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DC선로의 지표면 전계강도가 부극성 보다
정극성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로 구성
시 정극성 선로를 지표면에서 가장 멀게 배치해야 하며,
전기환경특성 기준 수립 시 DC선로의 전기적특성 평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된 축소모델선로의 전계강도, 이온전류밀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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