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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VDC 송전망의 형태는 가공선로(Overhead Transmission
Line)와 지중선로(Underground Transmission line)가 있다. 가공선로는
비교적 건설비가 저렴하고 쉽게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할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중선로는 설치되는
지역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지만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서 깊은 관로를 파야하며 이때 많
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새롭게 제시하는 HVDC
Pipeline은 두 가지 송전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서 도로에 Pipeline형
태로 HVDC케이블을 얕게 매설하거나 지표면에 도출시키는 방식이다.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가공선로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한다는 단점을
개선하고 깊은 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지중선로의 높은 공사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 문제 제기 : 송전선로 추가 건설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전 선로를 추가 건설해야한다.

1) 대규모 발전단지의 불가피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편
중된 발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당진, 보령,
태안 지역에는 현재 지역별로 각각 8개씩 모두 2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울진에 6기, 고리에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
에 있으며, 이들 지역엔 각각 2기~4기의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
되고 있다.
2)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급지와 수요지가 일치 하
지 않는다. 대부분의 발전기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지는 수도권인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3) 지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했으며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
세이다.
4) 기존의 자동차들이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예상됨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기술이 아닌 10년 혹은
빠르면 5년 안에 상용화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로 인해 전기의 수요는
최대 2배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림 1> 1961년 이후 우리나라 송전선 변화추이(전력거래소)

이렇게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송전선로의 건
설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1) 초고압 HVAC
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초고압 HVAC 송전선로의 용량을 높이면서 원
거리 송전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단일회선으로 많은 양
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하지만 높아진 송전용량으로 인해 소음, 전
자파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졌다. 2) 가공선로의 경우 건설 부지를 확보
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송전탑을 건설

할 때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3)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 및 주민의 반대와 같은 사회적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연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82조-246조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밀양 송전탑의 경우에는 주민들과 건설업체와의 충
돌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들의 비용만(숙박비, 식비 등) 약 100억원
가까이 되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였다.[6]

<그림 2> 송전전압 격상의 이점(765kV와 345kV간 비교)

위와 같은 이유들로 ‘새로운 방식’의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새로
운 방식’ 이란 1)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2) 많은 양의 전력 전송이 가능
하고, 3) 환경비용이 덜 들고, 4) 실행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2. 기존의 송전 방식

AC는 산업과 가정에서 매우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장
거리 송전 라인에서 DC 송전라인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제한이 있다.
전류와 전압의 제한들은 고전압 송전 라인의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다.
컨덕터의 AC의 저항은 표피효과로 인해 DC의 저항보다 더 높고 결
과적으로 AC 송전의 손실이 높다. HVDC 송전은 HVAC 송전 선로보다
적은 코로나와 전파 간섭을 받는다. 또한 HVDC 송전은 무효전력이 없
고 안정도 문제가 없으며 그러므로 거리의 제한이 없다.

  2.1 HVAC OHL(OverHeadLine)
  HVAC OHL은 초고압교류 가공송전망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송전망
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설 방법이다. 유럽의 EU연합, 노르웨이, 스위
스 등은 육상 초고압 송전의 98%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HVAC OHL이 가장 일반적이고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송전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3> XLPE 케이블 & 동축 케이블[3,5]

  2.2 HVAC UGC(UnderGroundCable)
HVAC UGC는 초고압교류 지중케이블로 앞선 언급했던 가공송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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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에 사용된다. 많은 나라가 UGC의 사용을 검토해
오고 있으나 현재 송전 네트워크에서 지중화의 비율은 매우 적다. UGC
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도시 환경에서 물리적 공간의 부족과 보
기 좋기 때문이다. UGC 건설기간은 OHL 보다 조금 더 걸리는 3-4년이
다. 케이블 매설에는 XLPE(가교폴리에틸렌)이 사용되며, 이것은 폴리에
틸렌의 뛰어난 절연 성질을 살리고 열에 약한 결점을 개량한 것이다. 초
고압(EHV) 케이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XLPE로 구현된다.[11]

  2.3 HVDC OHL(OverHeadLine)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
여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기술이다.
HVDC의 장점을 살펴보면, 장거리 전력전송에서 AC(교류)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AC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용량 전력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AC에서는 불가능 했던 주파수가 다른 계통연계가 가능
하다. 전력의 예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발전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전력을 송전하는데 있어 신속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AC 계통의 보조 전원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표피효과가 없으며, 더
높은 전압 변화에서도 작동 할 수 있다. 반대로 HVDC의 단점으로는
컨버터가 많은 무효전력을 필요하며, 고조파를 만들기 때문에 필터가 필
요하다.
HVDC OHL은 1800km까지 약 3000MW의 전송이 가능하며
monopole, bipole 철탑과 대지귀로(earth return) 유무의 철탑이 있다.
HVDC OHL은 HVAC OHL과 비슷한 구조지만, HVDC의 필드의 단반
향 특성상 절연체로 인한 오염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철탑의 높이와 건설비에 차이가 있다.[1,2,8,10]

  2.4 HVDC UGC(UnderGroundCable)
HVDC UGC는 비교적 대량의 전력을 송전할 때 사용된다. 최대 전압
에서 지하 및 해저 횡단에 사용 될 수 있다. 앞으로 ±400kV, 1500MW
송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HVDC UGC에는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
이 있다. SCFF와 MI 케이블이다. MI 케이블은 solid type paper
insulated 케이블이라고도 불린다. MI 케이블은 fluid channer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SCFF 케이블과 유사하다. SCFF 케이블은 주로 해저에
서 사용되며 해저에서 혹독한 자연 조건하에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을 송신 할 수 있다.[9]

 <표 1> 주요 765kV 송전선로의 건설단가

구간
선로길이
(km)

총 공사비
(억원)

선로당
건설 단가
(억원/km)

울진-신태백 47 2,562 54.5

137신태백-신가평 155 7,435 48.0

신가평-신안성 80 3,382 42.3

신안성-신서산 137 5,902 43.1

신서산-당진 39 2,201 56.4

신고리-북경남 90 5,200 57.8

 <표 2> 송전선로 별 평균 공사비                   (*추정금액임)

종 류 비 용(억원)

HVAC OHL 97.3

HVAC UGC 706.8

HVDC OHL 110.6

HVDC UGC 807.7

3. 제안하는 방식 : HVDC Pipeline

기존 송전방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송전선로
인 HVDC Pipe Line을 제안한다. pipe line은 가공송전망의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중케이블의 매설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중화를 할
경우 토목구조물(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의 비율이 54%로 전체 건설비
용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총 건설비용은 자
연히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송전선로는 GIL(Gas Insulated Line)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림 5>를 보면 가장 바깥쪽은 outer housing으로 알루미늄으
로 만들어졌다. 안쪽 빈 공간은 가스(N2, SF6 혼합)로 절연을 하게 되고,
중심부는 알루미늄 도체다. 그리고 알루미늄 컨덕터를 지지하기 위해
post insulator가 사용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GIL은 지중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용량 전력 송전이 가능하고 계통안정
도가 증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림 4> 지중화 건설비용

HVDC Pipeline은 GIL처럼 pipe형태의 외관을 사용하고 내부에 가스
대신 동축케이블을 이용한다. 동축케이블이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 절연
체로 고정시켜준다.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HVDC의 경우 +와
-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도자속을 서로 상쇄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이용되었다.[4,7]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HVDC Pipeline은 <표 2>에 나타난 HVDC
OHL의 건설비용인 110.6억 +α(사회적비용)보다는 크고 HVDC UGC의
건설비용인 807.7억 보다는 상당히 작을 것 이라고 예상된다.

<그림 5> GIL(Gas Insulated Line) & Pipeline 단면도

HVDC Pipeline은 지중에 얕게 매설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땅위
에 그대로 노출되어 설치할 수도 있다.

4. 결    론

HVAC가 장악하고 있던 송전선로의 영역을 HVDC가 도입되면서 흐
름이 변하고 있다. 모든 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송전망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이번 논문에서는 기존의 송전방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HVDC Pipeline을 제안해 보았다. 아직은 기술적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선로
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구간을 알아보고 좀 더 명확한 비용을 구해
서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과 구현 가능성을 명확히 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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