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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에 인도와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의 AC 송전계통 중
일부를 DC 송전계통으로 대체하는 하이브리드형 송전방식에 대한 연구
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가공송전계통을 기반으로 지중송전계통을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혼합송
전계통이 향후 머지않아 국내에서 계획 및 건설될 것을 대비한 초기 연
구로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관점은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 중 지중
송전계통구간에서 DC 선로가 AC선로로부터 얼마나 고조파 전압 및 전
류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DC 케이블의 배열
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DC 케이블 배열 선정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의 CASE별로 구분하고, 가장 타당한다고 평가되는 배열을 제안
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계통 모델링 및 해석은 EMTP를 이용하였다

1. 서    론

최근에 인도와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의 AC 송전계통 중 일부를 DC
송전계통으로 대체하는 하이브리드형 송전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해남 간 해저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는 HVDC 실증단지가 운전 중에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송전선로의
건설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가공송전계통뿐만 아니라 지중송전계통
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중송전계통의 수립을 위해서는 가
공송전계통과 동일한 전압, 케이블 선종, 이격거리, 배열, 포설방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형 송전방식의 경우는 AC 선로와 DC 선로의 상호
간에 기본주파수 커플링(Fundamental Frequency Coupling) 현상이 발
생해 DC 선로에 영향을 주어 유도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는 DC 전압을
균일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가공송전
계통을 기반으로 지중송전계통을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혼합송전계통이
향후 머지않아 국내에서 계획 및 건설될 것을 대비한 초기 연구로서 진
행하였다. 본 논문의 관점은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 중 지중송전계통
구간에서 DC 선로가 AC선로로부터 얼마나 고조파 전압 및 전류 측면
에서 영향을 받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DC 케이블의 배열을 선정
하고자 한다. 또한 DC 케이블 배열 선정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여
러 개의 CASE별로 구분하고, 가장 타당한가고 평가되는 배열을 제안하
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계통 모델링 및 해석은 EMTP를 이용하였다.

2. 본    론

  2.1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가공송전계통과 지중송전계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
성한 혼합송전계통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공송전계통의 경우, AC 송전
선로는 345kV, DC 송전선로는 ±250kV로 전압을 인가하였다. DC 송전
선로의 경우 AC/DC 변환기를 통하여 전원을 격상 및 변환하였다. 하이
브리드 철탑의 경우 좌측은 AC 345kV, 우측은 DC ±250kV로 구성하
였으며 가공송전계통의 길이는 4.5km로 하였다.
지중송전계통에서 AC선로의 경우 크로스본드 대구간을 1구간으로 하
였으며, 소구간의 경우 차등률을 주었다. 표 1은 접속함의 길이 및 차등
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접속함 차등률

접속함간 길이 차등률[%]

소구간 L 소구간 M 소구간 N
25

450m 400m 350m

차등률은 식 (1)과 식 (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평균등가거리   ×


(1)

차등률
｜｜｜｜｜｜

(2)

지중송전계통의 경우 접속함간의 길이는 350m ∼ 450m로 선정하여
1.2km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을 간략화 한 구
성도이다.

<그림 1>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 구성도

  2.2 하이브리드 지중송전계통의 배열별 모델 구성도

하이브리드 지중송전계통의 경우 AC는 XLPE 2000 , DC는 MI

1000를 사용하였다. 또한 CASE를 4가지 형태로 구성하였다.
CASE 1은 AC와 DC를 삼각배열로 하였으며, CASE 2의 AC는 삼각배
열, DC는 수직배열, CASE 3의 AC는 삼각배열, DC는 수평배열로 구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CASE 4에서 AC는 삼각배열, DC는 직각배열로 구
성하였다. 그림 2은 이러한 각 CASE별 케이블 배열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중송전계통의 AC 345kV 케이블과 DC ±250kV의 이격거리
는 1m로 정하였다. 또한 CASE 1 ∼ CASE 4까지 이격거리는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CASE 배 열 이격거리

1

AC 345[kV] DC±250[kV]

1[m]

2

AC 345[kV] DC±250[kV]

3

AC 345[kV] DC±250[kV]

4

AC 345[kV] DC±250[kV]

<그림 2> CASE별 케이블 배열 구성도

  2.3 고조파 종합 왜형률(THD) 및 국내 고조파 전압 제한값
식 (3) 및 (4)는 전압과 전류의 고조파 종합 왜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 및 전류의 고조파를 각각조파별로 제곱하여 합한 후 기본파 제곱
으로 나눈 값에 루트를 적용하여 종합 왜형률(THD)을 계산하였다. 표
2은 지중송전계통에서의 전압별 THD에 대한 제한값을 나타낸 것이

하이브리드 혼합송전계통에서 고조파분석에 의한 DC 케이블 적정 배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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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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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지중송전계통 THD에 대한 제한값

전압
지중송전계통

THD[%]

154kV 이상 1.5

  2.4 지중송전계통에서의 고조파 분석
지중송전계통에서의 AC 선로로부터 유도된 DC 선로의 CH구간에서
고조파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였다. 또한 Positive와 Negative로 나누었
으며, 고조파의 경우 기본파 실효값인 0고조파에서 5고조파까지 측정을
하였다.

 <표 3>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압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압[V]

고조파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 261700 261700 261700 261700

1 189.9 187.2 189.9 189.8

2 258.9 259.1 258.4 258.9

3 265.7 265.8 265.6 265.7

4 318.4 318.3 318.2 318.5

5 439.1 439.2 439.1 439.2

표 3은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서 CASE 1∼
CASE 4까지 왜형률이 0.26[%]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중송전계통에서
의 왜형률 1.5[%]를 초과하지 않았다. 평균 고조파 전압은 CASE 2가
가장 적은 평균전압이 나타났다. 0고조파의 경우 DC선로의 기본파 실효
값으로 동일한 전압이 측정되었다.

 <표 4>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압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압[V]

고조파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 261600 261600 261600 261600

1 321.4 323.5 321.3 321.1

2 249.4 248.8 249.3 249.4

3 261.5 261.2 261.4 261.5

4 316.4 316.6 316.7 316.3

5 438.6 438.5 438.5 438.5

표 4는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CASE 1 ∼
CASE 4까지의 왜형률은 0.28[%]이다. 이는 지중송전계통에서의 왜형률
1.5[%]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CASE 4가 가장 적은 평균 고조파 전
압이 발생하였다. 표 3의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압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0고조파의 경우 DC선로의 기본파 실효값으로 동일한 전압이 측
정되었다.

 <표 5>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류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류[A]

고조파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 1484 1484 1484 1484

1 8.9 8.99 8.91 8.89

2 3.76 3.79 3.77 3.76

3 0.64 0.66 0.64 0.64

4 0.89 0.9 0.9 0.89

5 0.59 0.6 0.59 0.59

표 5은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CASE 1 ∼
CASE 4까지의 왜형률은 0.66[%]로 분석되었다. 또한 CASE 4가 가장
적은 평균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였다. CASE별 고조파 전류의 경우 0고

조파는 DC선로의 기본파 실효값으로서 동일한 전류가 측정되었다.

 <표 6>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류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류[A]

고조파 CASE 1 CASE 2 CASE 3 CASE 4

0 1484 1484 1484 1484

1 13.9 13.82 13.88 13.91

2 5.38 5.36 5.38 5.38

3 1.43 1.42 1.43 1.43

4 1.43 1.42 1.42 1.43

5 0.89 0.88 0.89 0.89

표 6은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CASE 1과
CASE 4의 경우 왜형률은 1.02[%]이며, CASE 2와 CASE 3은 1.01[%]
이다. 평균 고조파의 경우 CASE 2가 가장 적은 전류가 발생하였다. 또
한 0고조파의 경우 DC선로의 기본파 실효값으로 동일한 전류가 측정되
었다.

3. 결    론

본 논문은 하이브리드형 가공송전계통을 기반으로 지중송전계통을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혼합송전계통에서 지중송전계통의 DC 선로가 AC
선로로부터 얼마나 고조파 전압 및 전류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
가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DC 케이블의 배열을 선정하였다. 배열선정
은 전압 및 전류의 왜형률(THD)를 이용하였으며, 각 CASE별 고조파
평균값을 통해 적정배열을 선정하였다.

1)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압의 경우 CASE 1 ∼ CASE 4까지 동
일한 값인 0.26[%]의 왜형률을 보였으며, 평균 고조파 전압의 경
우 CASE 2가 가장 적게 측정되었다.

2)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압의 경우 CASE 1 ∼ CASE　4까지 　
　왜형률은 0.28[%]로 동일한 값이며, 또한 평균 고조파 전압의 경우　
CASE 4가 가장 적은 평균값이 측정되었다.

3) Positive CASE별 고조파 전류의 경우 CASE 1 ∼ CASE　4까지 동일한
왜형률 값인 0.66[%]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고조파 전류의 경우 CASE 4
가 가장 적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4) Negative CASE별 고조파 전류이 경우 CASE 1과 CASE 4가 1.02[%]의
왜형률을 보였으며, CASE 2와 CASE3이 1.01[%]로 동일하게 분석되
었다. 또한 CASE 2의 경우 가장 적은 평균 고조파의 전류를 발생하였다.

5) 0 고조파의 경우 DC선로의 기본파 실효값으로 동일한 전압 및 전류
가 측정되었다.

6) 고조파의 분석에 따른 적정 배열은 CASE 4인 직각배열이다. 그 이
유는 고조파 전압에서의 Positive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값이 측정되
었지만 Negative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값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고조파 전류의 경우 Positive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값이 CASE 4
인 직각배열의 경우이고, Negative에서는 CASE 1과 동일하게 높은
값이 측정되었지만 그 값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조파의 전압 및 전류의 측면에서만 선정한 것으로서 DC
케이블의 최적배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AC 및 DC 계통간
의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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