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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DC 배전계통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의 AC 배전선로에 DC 선로를 혼합 설치한 하이브리드 배전계통을 다루
었으며 여기서 뇌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DC 선로에 유도되는 뇌과전압을
해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C 선로의 위치를 3가
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가공지선에 뇌격을 인가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DC 선로의 뇌과전압을 해석하여 적절한 DC 선로의 구성도 제안하였다.
모델링 및 분석은 EMTP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1. 서    론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력사용량은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배전선로의 경우
배전용 변전소에서 인출되는 회선수가 많고 각각의 회선은 전선로의 간
선과 많은 분기선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적으로 추가적인
선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1] 따라서 DC 배전계통의 도입을 전
제로 배전선로의 추가적인 건설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AC 선로에 DC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전주로 운영하는 AC 배전선로에 DC 선로

를 추가 건설하되 세 가지의 형태를 제안하였으며, 이 때 가공지선에 뇌
격이 인가되었을 경우 DC 선로에 유도되는 전압을 평가하여 적절한
DC 선로의 위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모델링 및 해석은
EMTP를 이용하였다.

2. 본    론

  2.1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 모델링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은 일반전주에서 2회선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말단부에는 부하를 연결하였으며, AC 배전선로의 경우

22.9kV, DC 배전선로의 경우 ±20kV로 전원을 인가하였다.[2] 배전선
로의 총길이는 2.05km로 선정하였으며, 피뢰기 및 접지선의 접지는 AC
배전계통을 참고하여 모델링하였다.

  2.2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 선로구성
가공배전계통에서 선로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선로 구성

공칭단면적
외경 [mm] 전기저항

[Ω/km]알루미늄 강

ACSR 32 7.8 2.6 0.899

ACSR 95 13.5 4.5 0.301

ACSR 160 18.2 7.8 0.182

DC 선로의 경우 AC 선로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Positive와
Negative의 간격은 현재 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존의 AC 선로의 상 간
격을 참고하였다.

2.3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 전주 모델링
하이브리드 가공배전선계통에서 전주 모델링은 총 세 가지 CASE로
나누어 하였다. 그림 1은 가공배전계통에서의 전주 모델링의 각 CASE
별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완철의 경우 AC 선로, 두 번째 완
철은 DC 선로로 구성하였다. AC선로의 경우 ABC상의 위치를 동일하
게 하였으며, DC 선로의 경우 위치를 변화시켰다. 또한 AC 선로 중성
선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전주의 간격은 50m로 하였다.
CASE 1의 경우, DC 선로의 위치를 전주를 중심으로 Positive의 경우
두 번째 장주의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AC 선로의 C상과 수직으

로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하였다. 또한 Negative의 경우 전주를 중심으
로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AC 선로의 A상과 수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하였다. CASE 2의 경우 전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
하도록 하였으며, Positive의 경우 전주로부터 0.49m 이격시켰으며,
Negative의 경우 AC 선로의 A상과의 수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CASE 3은 AC 선로의 C상과 B상의 수직으로
Positive와 Negative의 위치를 동일하게 하였다.

CASE 전 주 기 타

1

첫 번째 완철: AC 22.9kV

두 번째 완철: DC ±20kV
2

3

<그림 1> 가공배전계통에서의 전주 모델링 구성도

2.4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 뇌격조건
뇌격은 Heidler Type을 이용하여 뇌격전류 20kA를 인가하였다. 뇌격

의 위치는 전체계통에서의 1km 지점이며, 뇌격은 가공지선 및 가공도체
모두 침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가공지선에만 인가하여 해
석하였다. 뇌격의 인가조건은 표 2와 같다.

<표 2> 뇌격조건

조 건 항 목

뇌격전류 20kA

파형 Heidler

전파속도 2/70
뇌격 위치 선로 1km지점

하이브리드 배전계통에서 DC 선로 뇌과전압 해석 및 구성 선정

손용대, 이재명, 고광만, 채직병, 이종범

원광대학교

Lightning Surge Analysis and Configuration Selection of DC Line in Hybrid Distribution Systems

Yong-Dae Son, Jae-Myeong Lee, Kwang-Man Ko, Jik-Byoung Chea, Jong-Beom Lee

Wonkwang University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372 -

  2.5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에서 DC 선로 위치에 따른 과전압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가공배전계통에서의 DC 선로 위치에 따른 도체
의 과전압을 분석하였다. 도체의 전압은 100m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는 Positive에 대해 CASE 1 ∼ CASE 3의 도체과전압을 나타
낸 것이다. 도체전압의 경우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높게 측정된 구간
은 C10이다. 이는 전체선로의 1km 지점인 C10 구간의 가공지선에 뇌격
을 인가하였기 때문이다. 각 CASE별 C10 구간에서의 도체전압의 경우
CASE 1은 131.86kV, CASE 2은 133.62kV가 측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CASE ３은 133.46kV가 측정되었다. CASE 1에 비하여 CASE 2 및 3의
도체전압이 다소 높은 이유는 Positive와 Negative의 선로가 전주를 기
준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또한 선로의 이격거리가 크기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평균 도체전압의 경우 CASE 1은 65.36kV, CASE 2은 66.62kV, 마지
막으로 CASE 3은 68kV가 측정되었다. CASE 3의 평균도체전압의 경우
가장 높은 이유는 AC 선로의 B상과 C상이 전주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편향 설치되어 있고, DC 선로의 Positive와 Negative가 수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뇌격을 인가하였을 때의 과전압과 AC 선로로부터
의 유도전압이 크게 영향을 받아 가장 높은 평균도체전압이 발생한다.
또한 CASE 1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도체전압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DC 선로의 Positive와 Negative의 이격거리가 가장 크며, 또한 선로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전주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선로가 구성되
어 있어 AC 선로로부터의 유도전압 및 과전압이 낮게 측정된다.

<그림 2> Positive의 CASE 1 ∼ CASE ３의 도체과전압

그림 3은 Negative의 CASE 1 ∼ CASE ３의 도체과전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CASE별 평균도체전압의 경우 CASE 1은 64.22kV,
CASE 2은 66.55kV이며, 마지막으로 CASE 3은 67.75kV이다. CASE 3
의 경우 다른 CASE에 비하여 높은 평균도체전압이 측정되었다. 그 이
유는 AC 선로의 B상과 C상이 전주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
으며, 또한 DC 선로도 Positive와 Negative도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으
며, B상과 C상과 수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어 유도전압 및 과전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가장 높은 평균도체전압이 발생한다.
CASE 1의 경우 평균도체전압이 낮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주를 기
준으로 Positive와 Negative의 선로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으며,
Negative의 경우 다른 CASE들에 비해 Positive와의 이격거리가 넓기
때문이다. 이에 AC 선로로부터의 유도전압 및 과전압으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림 3> Negative의 CASE 1 ∼ CASE ３의 도체과전압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 배전계통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AC 배전
선로에 DC 선로를 혼합 설치한 하이브리드 배전계통을 다루었으며, 여기
서 뇌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DC 선로에 유도되는 뇌과전압을 해석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DC 선로의 위치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뇌
과전압을 해석하고 적절한 DC 선로의 구성도 제안하고자한다.

1) Positive CASE별 평균도체 과전압의 경우 CASE 3가 가장 높았다.

2) Negative도 CASE별 평균도체 과전압의 경우 CASE 3가 가장 높았
다.

3) CASE 3의 Positive 및 Negative의 도체 과전압이 가장 높은 이유는
AC 선로의 B상과 C상의 위치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또한 이
에 따른 유도전압에 의한 것과 DC 선로의 Positive와 Negative의 선
로 위치 또한 편향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CASE 1에 대해 Positive 및 Negative의 도체 과전압이 가장 낮은
이유는 전주를 기준으로 양쪽 DC 선로의 Positive와 Negative의 이
격거리가 가장 넓고, 또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아 AC 선로로
부터 유도전압 및 과전압으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사
료 된다.

5) 이에 따라 뇌과전압의 측면에서 볼 때 DC 선로의 적절한 구성은
CASE 1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계통 뇌격시 DC선로 Positive 및 Negative의 도체과전압
측면에서만 평가한 것으로서 정확한 DC 선로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으로 AC 및 DC 선로의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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