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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논의	중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관련한	

기술적	필요	사항과	제약	요소를	분석

하고자	한다.	수퍼그리드는	거대한	규

모의	전력망(그리드)이란	의미로,	대륙	간	혹은	국가	간에	생

산된	전력을	연결하여	서로	융통하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

이다.	대규모	발전	단지와	태양광,	풍력에	기반한	대규모	재생

에너지	단지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하	지역과	멀리	떨어

져	있을	경우	생산된	대규모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류	송전	대신	손실이	적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인	수퍼그리드에서도	장거리	송전,	해저	송

전,	주파수	변환	등의	이유로	HVDC	기술이	활용된다.	수퍼그

리드가	구성되면	국가	간	전원	설비를	공유할	수	있어	전력	수

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의	예비전력	공유가	가

능하고	해외전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

보하고	전원입지난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북유럽의	수퍼그리드,	남유럽-마그

레브	수퍼그리드,	남부	아프리카	수퍼그리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미국	북서부의	수력발전	

전력을	남쪽	캘리포니아	주에	공급하도록	한	

프로젝트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덴마크·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프

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10개국이	2009년부터	 ‘수퍼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2014년	한전과	러시아	Skoltech

가	동북아	수퍼그리드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몽골·러시아·

중국·일본을	잇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수퍼그리드의	기술적	필요	사항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대규

모	직류	송전망	HVDC로서	DC	송전방식이	AC	송전방식보다	

송전	손실이	낮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AC	송전방

식은	케이블	선로로	송전할	때	충전전류에	의한	용량성	특성

에	의해	장거리	송전에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에	주파수가	0인	

DC	송전방식은	충전전류에	의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중이나	해저	케이블	송전에	유리하다.	즉,	AC	송전방식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에	의한	손실과	유도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코로나	손실과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약	0.6%	수준의	변환설비에	의한	손실만	존재하는	DC	송전방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위한 기술 측면의 

고려 사항 

현재

황성철┃ 고려대학교

장길수┃ 고려대학교

그림	1.    직류송전 개념  
출처: http://www.kapes.co.kr/business/technology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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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유리한	것이다.	또한,	전류형	HVDC의	경우	컨버터와	인

버터의	전압	극성	전환으로	전력	전송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빠른	전력	크기의	제어가	가능하다.

HVDC	송전의	다른	장점은	전자파를	방출하지	않아	주민	수

용성이	높고,	AC	송전탑에	비해	경과지	면적이	작아	환경	및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AC	송전방식	대비	30%의	선로	

경과지,	25%의	철탑	규모	축소가	가능하다.	DC	송전방식은	비

싼	변환설비의	비용	탓에	단거리	선로에서의	비용은	AC	송전

방식보다	높지만	선로	길이	증가에	따른	비용은	AC	송전방식

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에서	활용할	경우	DC	송

전방식이	더욱	경제적이다.	이때	경제성	평가로	DC	송전이	유

리하게	되는	거리는	가공	송전의	경우	약	600km,	지중이나	해

저의	경우	약	50km	정도이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면	추가	발

전기와	선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기존	

차단기의	차단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AC	설비의	증설

이	어려워질	수	있다.	HVDC	송전을	사용할	경우	고장전류의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	교체	없이	계통	보강이	가능하

여,	계통의	단락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	동북아	수퍼그리드	기술적	쟁점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전력	공급하는	나라

와	소비하는	나라로	구분되는	단방향	구조

에서	참여국	전체가	공급과	소비를	공유하

는	구조로	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화

석에너지	기반	전력원에서	친환경	재생에너

지로	전원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전력	시장의	개념을	탈피하고,	초	

국경	전력관리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가들	간

의	단순한	전력계통	연계가	아닌,	전력을	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동북아	국가들에서는	국영기

업	또는	공기업	주도의	전력계통	운영이	이

뤄지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초국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

우	송전,	배전,	소매	전	분야에서	민간	기업

이	부재하고	도매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

으며	전력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인	

SGC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TEPC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를	포함하여	소수의	기업과	총	수

요의	2~3%	수준의	도매	시장	등을	통해	일부	자유화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발전을	주요	발전사가	차

지하고	있고,	전력	무역	분야에서는	경험	자체가	전무하다.	한

국도	마찬가지로	발전	부문은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고	수요의	

95%가	도매	거래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전이	송전,	배전,	판매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전력	무역에	대한	경험은	없다.	유럽의	

전력망은	민간기업과,	유럽의	TSO가	참여하는	ENTSO-E(th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를	

대표기관으로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조율하고,	최적화된	계

통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이러한	기관

의	설립과	그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그리고,	 동북아	 일부	 국가의	 전력	 인프라에서의	 기준	

(standards)	차이와	노후화	때문에	수퍼그리드	구축의	걸림

돌이	되고	있다.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전력	인프라의	심각한	

노후화로	국가	간	수퍼그리드의	효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최근	남북	긴장	완화	국면	전환으로	북한을	포함한	수퍼

그리드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측면에

서	보면	향후	북한	전력망과의	연계	방안은	북한의	낙후된	전

력	인프라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2.    유럽의 수퍼그리드 현황  
출처: Werner Platzer, “SuperGrid Study, Approach for the integration 
of renewable energy in Europe and Nor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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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북아	국가	간	영토	분쟁	등	이해관계	갈등	요인이	

서로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결정할	국가	간	연계	선로의	상시

와	비상시	운영	방안	등	여러	기술적인	사항의	결정에	있어	변

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경제적	운영을	위해	변동비	

및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발전	순위를	정하여	발전	계

획을	수립하는	CBP(Cost	Based	Pool;	변동비	반영시장)	시장

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설비	구성	및	수요를	산

정하고	각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현재	출력	특성을	기준으

로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출력을	예상하여	2030년	4월	전력	

부하와	공급	곡선을	모의해	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이	결

과에	따르면	일정	시간대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

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감발까지	필요한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현되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기저	전력으로	일정량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하

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통해	사전에	전력수급을	검토

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전량을	조정할	수	있다

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출력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한-중	연계	장점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량에서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의	확보

가	필수적이고,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	연계가	그	대안이	된다.	

	앞서	장거리	송전과	서로	다

른	 계통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신뢰성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HVDC	송전	방식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HVDC	송전방식으로	

연계	시	기술적	고려사항은	컨

버터	내부	사항과	계통	관련	사

항들로	나눌	수	있다.	컨버터	내

부의	사항은	동작	시	컨버터	자

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컨버

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계통	관련	사항은	컨버터	

동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하는	연결	계통	상황을	의미한다.	

HVDC는	전류형과	전압형	두	종류	방식이	있고	해당	장단점을	

비교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전류형	HVDC의	경우	블로킹	기능,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	필터	투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블로킹의	경우	심각

하지	않은	고장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전류	흐름을	정지시켜	고

장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후	정상	운전으로	복귀하는	동작

이다.	전류	실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압강하에	의해	일어나

며	컨버터의	스위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해	전력	전송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전류	실패가	

지속되면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컨버터가	영구적으로	정지되

게	된다.	전류형	HVDC의	필수	구성	요소인	필터는	유효전력	

출력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투입되는데	큰	용량의	

필터가	단계적으로	들어감에	따라	인근	계통에	발생하는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류형	HVDC의	전력계통	관련	요구	사

항은	접속	계통	강건도로서	HVDC	송전량에	대하여	접속	계

통이	얼마나	큰	단락용량을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하게	된다.	

계통의	강건도가	크다면,	HVDC	컨버터	단의	변동에	의한	계

통의	변동이	작으며	이는	필터	투입	등의	변동이	계통에	문제

를	일으킬	확률이	적음을	의미한다.	연계	대상이	되는	국가들

그림	3.    2030년 4월 수급계획에 따른 전력 수요 시간대에 따른 전력 공급 형태 
출처: 김성수, 전환기의 전력시장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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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속	지점	선정시	이러한	기술적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압형	HVDC의	경우	전류형	HVDC	보다	제어성이	뛰어나	

전력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유효	성분과	무효	성

분의	제어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송

전	용량을	송전하면서	계통의	전압	제어	또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형	HVDC의	경우	전력	보강	설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용량과	제어기의	최적	값	결정이	중

요하다.	전압형	HVDC는	서브모듈과	컨버터의	제어	구조,	여

유	등	컨버터	내부	고려	필요	사항들이	있고	셀	구조의	서브모

듈	스위치를	적층한	전압형	컨버터는	모듈레이션	방법과	컨버

터	제어에	따른	성능	차이가	존재하므로	HVDC	투입	시	어떤	

제어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층	구조에

서	신뢰도와	계통	측에	보조적인	동작을	할	경우	필요한	여유	

셀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전압형	HVDC는	계

통의	강건도와	큰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계통	상황에	따라	강건도가	악화된다면	동작	영역이	제

한되어	자신의	송전능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	이때	전압	보

상	등	계통에	보강을	위한	제어를	통하여	운전영역과	송전능

력	확보	기능을	확보하려면	사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여	관

련	설비를	제작해야	한다.	전압형	HVDC의	경우	제어를	통해	

차과도	비틀림	간섭	등	발전기와	특수설비	간의	간섭	현상에	

그림	4.    발전기와 HVDC의 상호간섭 제어   
출처: M. Janaki, Nagesh Prabhu, R. Thirumalaivasan, D.P. Kothari, Mitigation of SSR by Subsynchronous Current 
Injection with VSC HVDC,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Power & Energy Systems, Volume 57, 2014, Pages 287-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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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어기	구조

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오히려	간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	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어기의	구조를	변

경해야	한다.

Half	브리지	형태의	서브모듈을	사용할	경우	DC측	고장에	

대하여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형태에	따

라	서브모듈의	형태를	full	브리지와	혼합한	형태를	사용하던

지	DC	차단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C차단기의	경우	아직	사용

된	이력이	많지	않아	그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감축,	신재생에너지	2030	정

책	등	에너지	전환	과정	중에	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이러

한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이며,	

국가	가용	전원	확보로	공급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

인	전력	공급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한국,	일본

은	나름	자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전력	공급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연계와	같은	큰	변화를	두려워	할	수	

있다.	또한	주변	국가와	연계할	때	강대국은	에너지	안보	이슈

를	가지고	양보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여러	나라의	많은	이

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력망	연계	시	여러	가지	위험	요

소들을	고려할	수	밖	에	없으며	동북아수퍼그리드를	지속가능

하게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이지	않은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계	방안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수퍼그리드	초기에는	완전	시장체

제보다	계약에	의한	일정	전력	및	가격으로	시작하고	추후	유

럽처럼	완전	자유	시장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필요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가스	연계와	달리	전

력망	연계는	그	영향의	범위가	전체	전력망이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	점진

적인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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