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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송전선로 주변의 자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공송전선로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검토는 가공에 비해 부족한 가운데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계통에 포설된 지중송전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구성조건
즉, 케이블 배열, 매설 깊이, 도체 간격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토를 통
하여 자계의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과거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이 급증하던 시기에는 전계측면의 선로
설계 및 운영이 주요 관심거리였다. 따라서 전계에 대해서는 사법적 규
제도 존재하며, 이 때문에 신선로 공사나 기존선로의 보강 공사 허가를
위해서는 전계의 분석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79년 소아백혈병 발생 위험성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상
관관계를 추론하는 Nancy Wertheimer와 Ed Leeper의 논문 발표 이후
에 오늘날에는 극저주파(Extremely Low Frequency)의 자기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전
력케이블도 그중 한 분야로서 제시되었다.
아직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극저주파 자기장의 유해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
은 연구결과를 여과 없이 인용,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만드는 측면이 있
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공학적 관
점에서만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케이블 구성조건별로 해석하였으며, 상용
주파수 전력을 전송하는 지중송전케이블 지표면 위의 측정 위치별 자계
를 해석하고 분석한 후 자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전계와 자계의 기본적 원리
전계와 자계(EMF : Electric and Mgnetic Fields)는 전기적 전하 또는
전류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다. 전자파와 전자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
다.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는 전계 및 자계의 흐름에 의해 발생
하는 전자기 에너지 중의 하나이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전계와 자
계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빛의 속도
와 같이 공간을 전파하는 파동이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300,000Hz 이상
높아서 TV, Radio 송신파, 태양광선과 같이 먼 공간까지 전파되기도 하
며, 파장이 짧아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와 같이 음식물을 가
열시킬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자계는 전자파로 분
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특징이 크게 다르고, 전자파처럼 상호 조합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력의 주파수는 60Hz로 매우 낮은 주파수로서 전
자파와 같이 멀리 전파되는 특징이 없고, 파장이 매우 길어 에너지가 작
다.[2]

  2.2 자계 계산 이론
자계의 계산은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두 법칙 모두 무한히 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
드는 자기선속 밀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
용하면 비오-사바르 법칙보다 더 간단히 유도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을 이용하여 지중송전케이블의 자계를 해
석하였다.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은 임의 자기장이 폐루프 C를 따라 형성되었
을 때, 임의의 폐루프에 수직인 H와 미소 경로 길이 의 곱의 적분은
그 폐루프가 만드는 면적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의 값과 같다는 것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3]




내부 (1)

자속 밀도 B와 자계의 세기 H와의 관계는 식 (2)와 같으며, 또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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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계는 방향을 가지므로 두 개의 페이저로 분리하여 식 (4) 및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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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송전선로와 같이 다수의 선로로 전력이 전송될 경우에는 각 상
도체로부터 발생되는 자계의 합성치를 구하여 각 도체의 x, y 성분들을
구한 후 각각을 합하면 된다. 이 때 합성자속밀도는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4]




 [Tesla] (6)

지중송전케이블의 각 상 전류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단도체의 송전
케이블 부근의 자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깊
이가 d[m], 케이블 간격이 s[m] 일 때, 어떤 점 P(Xc, Yc)에서 3상 전류
에 의한 자속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5],[6]

- 지구에 의한 자계는 지중송전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케이블 시스/외피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한 자계는 무시한다.
- 각 케이블은 직선이고 무한히 길다고 가정한다.

<그림 1> 지중송전케이블 전류에 의한 자계

  
  2.3 자계 해석 
자계의 위치는 IEEE Std 644-1994에서 기준으로 하는 위치인 지표면
으로부터 1m의 위치에서 계산하였다.[7] 지표면에서 1m는 자계가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밀접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전압은 154kV, 도체
전류는 1,000A 평형 3상 1회선 선로이다. 이 구성조건하에 지중송전선로
에서 발생하는 자계의 분포를 수평배열, 수직배열, 직각배열 및 정삼각
배열의 경우 도체 중심으로부터의 자계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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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수평배열에서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를 해석해 나
타낸 것이다. 매설깊이별 자계는 매설깊이 1m, 도체간격 0.35m로 포설
하고 수평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매설깊이를 1.5m로 포설할
경우 자계는 35.19%로 저감되고, 2m로 포설할 경우 54.69%로 저감됐다.
도체간격별 자계는 매설깊이 1.5m, 도체간격 0.35m로 포설하고 수평방
향 0m에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도체간격을 0.25m로 포설할 경우 자계
는 27.78%로 저감되고, 0.15m로 포설할 경우 56.35%가 저감됐다.

<그림 2> 수평배열에서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

<그림 3>은 수직배열에서의 매설깊이, 도체간격별 자계를 해석해 나
타낸 것이다. 매설깊이별 자계는 매설깊이 1m, 도체간격 0.35m로 포설
하고 수평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매설깊이를 1.5m로 포설할
경우 자계는 32.58%로 저감되고 2m로 포설할 경우 51.45%로 저감됐다.
도체간격별 자계는 매설깊이 1.5m, 도체간격 0.35m로 포설하고 수평방
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도체간격을 0.25m로 포설할 경우
22.99%, 0.15m로 포설할 경우 49.84%가 저감됐다.

<그림 3> 수직배열에서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

<그림 4>는 직각배열에서의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를 해석해
나타낸 것이다. 매설깊이별 자계는 매설깊이 1m, 도체간격 0.35m로 포
설하고 수평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매설깊이를 1.5m로 포설할
경우 자계는 34.60%로 저감되고 2m로 포설할 경우 53.94%로 저감됐다.
도체간격별 자계는 매설깊이 1.5m 도체간격 0.35m로 포설하고 수평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도체간격을 0.25m로 포설할 경우 26.35%,
0.15m로 포설할 경우 54.50%가 저감됐다.

<그림 4> 직각배열에서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

<그림 5>는 정삼각배열에서의 매설깊이별, 도체간격별 자계를 해석해
나타낸 것이다. 매설깊이별 자계는 매설깊이 1m, 도체간격 0.35m로 포
설하고 수평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매설깊이를 1.5m로 포설할
경우 자계는 40.06%로 저감되고 2m로 포설할 경우에는 60.8%로 저감됐
다. 도체간격별 자계는 매설깊이 1.5m, 도체간격 0.35m로 포설하고 수평
방향 0m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도체간격을 0.25m로 포설할 경우
35.51%, 0.15m로 포설할 경우 67.92%가 저감됐다.

<그림 5> 정삼각배열에서 매장깊이, 도체간격별 자계

한편, <그림 6>은 지중송전케이블 각 배열의 도체간격별 자계를 해석
해 비교한 것이다. 매설깊이를 1.5m로 포설 했을 때의 자계값이며, 도체
간격을 0.35m로 포설할 때 가장 높은 자계값을 보이는 수평배열의 수평
방향 0m에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수직배열로 포설할 때는 19.88%가
저감됐고, 직각배열로 포설할 때는 45.35%, 정삼각배열로 포설할 때는
76.04%가 저감됐다.

<그림 6> 각 배열의 도체간격별 자계 비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계통에서 케이블 1회선에 대하여 앙페르의 주
회 적분 법칙을 사용하여 자계를 해석했다. 자계가 각각의 배열, 도체간
격, 매설깊이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평가하기 위해 각 배열에서 도체
간격, 매설깊이별로 자계를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체 간격에 따라 자계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간격
이 작아지면 자계는 작아지며, 간격이 커지면 자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각의 배열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정삼각배열이 가장 낮은 자계값
을 보였다. 이는 자계는 상간격과 직접적으로 비례하는데 도체중심
간 간격이 최소인 배열이 정삼각배열이기 때문이다.

(3) 매설깊이가 자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계는 거리의 제
곱에 반비례하므로 매설깊이가 깊어지면 자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앙페르의 적분법칙을 이용해 전력케이블 구성조건인 매설
깊이, 도체간격, 각각의 배열에 따른 자계를 해석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
며, 정확한 자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케이블의 여러 요소와 선로
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더욱 자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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