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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은 대용량 장거리 전송을 위해 높은 

전압으로 승압하여 송전하는데, 최근 밀양의 송전탑 사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고전압, 대전류 송전선에서는 

전압에 의한 정전유도와 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 발생하며 이러

한 유도장해를 충분히 낮추어 송전하여야 한다. 

정전유도는 송전선하에 접지되지 않은 물체가 놓인 경우, 도체

와 반대방향의 전하가 유도되어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사람을 통

하여 대지로 방전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송전선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정전유도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도체의 지상높

이(지상고)는 각 전압별로 정해져 있으며, 일정 높이 이상을 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전자유도는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가공

지선과 쇄교하여 가공지선에 유도전압과 유도전류를 발생시킨다. 

가공지선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패러데이 전자유도법칙에 따라 전

력선 부하전류의 수 %까지 발생하여 전력손실이 되므로 이의 저

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가공지선으로 

유도되는 전류는 가공지선 2조가 대지에 접지되어 있으므로 매 

경간마다 가공지선 2조를 1개 루프로 하여 순환하면서 전력이 

손실된다. 이러한 전력손실에 대한 저감 방법으로 전력선과 가공

지선 상호임피던스 감소, 가공지선 연가, 가공지선 회로의 적절한 

개방(절연) 등의 연구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선과 

가공지선간 상호임피던스 감소 방법은 역상배치에 따른 임피던스 

감소이며, 가공지선 연가는 일정구간마다 가공지선 2조를 번갈아 

꼬아 선로정수를 평형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이고, 가공지선 회로

의 적절한 개방은 가공지선 2조 중 1조, 또는 일부구간을 애자로 

절연하여 순환전류 통로가 되는 회로 고리를 끊음으로써 유도전

류를 저감하는 방법이다[2-7].

이러한 유도장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국내 가공송전선로는 수

직배열 역상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1], 송전선로 경과지가 고도

제한구역이나 특수한 지역을 경유하여 철탑의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 삼각배열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최적 상배열 연구가 

필요하다. 도체배열이 변경되면 정전유도와 전자유도 작용이 변

경전과 상이하므로 유도장해 측면에서 변경된 도체배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체배열에 따른 정전유도

와 전자유도를 계산하여 유도장해를 저감할 수 있는 최적 상배열

을 제안한다. 

2. 유도장해 개요

전기의 근원은 전하이며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선이 채워진 공

간을 전기장 또는 전계라고 한다. 전압이 인가된 송전선하에는 

전기력선의 분포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물체가 놓인 경우 그 물체

는 도체의 대전된 전하에 의해 가까운 쪽에는 반대극성의 전하

를, 먼 쪽에는 동일 극성의 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정전유도(Electrostatic Induction)라고 한다. 한편, 상도체에 전

류가 흐르면 도체와 가공지선간 상호 임피던스에 의해 가공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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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도전류가 흘러 전력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인접한 가공지선과 쇄교하여 

기전력을 유도하여 발생하며, 이를 전자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라 한다[8]. 

2.1 정전유도

물체에 전하가 주어지면 그 주위의 공간에 전기의 장인 전계가 

생기고, 전류가 흐르는 모든 물체 주위에는 자장 즉 자계가 발생

한다. 송전선하에 물체가 놓였을 때 도체와 물체간의 정전적 결합

으로 유도전압이 발생하므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 나라마다 

송전선하의 지표면 전계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송전선하 지표면 전계강도를 3.5 kV/m 이하

로, 산악지 등 기타지역에서는 7.0 kV/m를 기준하여 지상고를 정

하고 있다[1].

그림 1 선전하에 의한 지표면전계강도

Fig. 1 Electric field at ground caused by a line charge

그림 1의 임의의 점 N(xN, yN)에서 전계세기는, 도체 a가 가진 

전하와 지면 아래 대칭위치의 영상전하를 감안하여 다음 식과 같

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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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식에서 전하량  은 각 도체가 보유한 전하량과 전위간 

상호 비례관계에 의해 다음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Q]는 각 도체가 보유한 전하량, [V]는 전위를 나타내

며, 전위계수 행렬 [P]는 송전선로 도체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로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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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는 8.854 × 10-12이며, D는 번들 직경, d는 소도체 직

경, n은 소도체 수, deq는 등가번들 직경, ya, yb는 도체 a, b의 

높이, xa, xb는 도체 a, b의 수평 좌표를 나타낸다. N지점에서의 

전계의 세기 E는 모든 도체의 기여분을 더함으로써 계산된다

[9-11].

  
             (7)

  
               (8)




                (9)

2.2 전자유도

변압기는 1차 코일에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흐르면 자

속이 발생하며 철심을 따라 2차코일과 쇄교하여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송전선로 상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상

도체는 1차 코일, 가공지선은 2차 코일이 되어 변압기와 같은 전

자유도 회로가 되어 상시에도 가공지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12]. 2회선 정상운전시 가공지선으로 유도되는 전압(E7, E8)은 

그림 2의 전력선 부하전류(I1∼I6)와 전력선-가공지선 상호임피던

스와의 곱에 의해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그림 2 송전선 정상운전시 전선배열

Fig. 2 Line configuration for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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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공지선으로 유도된 전류(I7, I8)는 가공지선 임피던스와의 곱

에 의해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식 (10)의 유도전압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11)

여기서 Z77, Z88은 가공지선 자기 임피던스, Z78은 가공지선 상

호임피던스, Z17, Z27... 등은 전력선-가공지선 상호임피던스를 나

타낸다. 식 (11)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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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전선 유도장해 모델

3.1 유도장해 모델의 전선배열

가공 송전선 유도장해 모델링을 위해 345 kV 2회선 수직/삼각 

전선배열을 그림 3, 4에 나타내었다. 수직배열은 국내외 2회선 

송전선로에서 널리 적용되는 배열이며, 삼각배열은 고도제한으로 

지지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열 방식으

로 바람에 의한 횡진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결정하였다[14].

정전유도에 의한 지표면전계강도 계산은 도체가 배치된 형상

(그림 3, 4)에 따라 정해지는 전위계수와 전하량을 구하고 임의지

점에서 전계강도를 계산한다(식 9).

그림 3 345 kV 수직배열 모델[15]

Fig. 3 Line configuration of 345 kV vertical model

그림 4 345 kV 삼각배열 모델

Fig. 4 Line configuration of 345 kV triangular model

전자유도에 의해 가공지선에 흐르는 유도전류 계산은 각 도체

에 흐르는 전류와 도체-가공지선간 자기/상호임피던스와의 곱으

로 계산되므로(식 12) 각 도체별 선로정수를 구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하다. 도체 - 가공지선간 자기/상호임피던스는 카슨-폴라체크

(Carson–Pollaczek) 식으로 계산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과도해석프로그램(Electro Magnetic 

Transient Program, EMTP)을 이용하여 선로정수를 구한다. 그림 

3, 4의 전선배열을 입력 데이터로 선로정수를 구하여 전자유도 

계산에 활용한다.

3.2 상배열 조합

국내 송전선로의 최저 지상고 기준은 정전유도에 의한 지표면

전계강도가 3.5 kV/m 이하(산악지 7.0 kV/m)로 되도록 설계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2회선 배치 시에는 역상배치를 기준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상회전 방향은 그림 5와 같이 반시계방향으

로 하고 상순은 시계방향으로 A, B, C로 정하고 있다. 역상배치

는 1회선과 2회선의 상회전 순서가 반대이므로 1회선을 ABC로 

기준하면 나머지 1회선은 ACB를 기준할 수 있다[16]. 모델링을 

위해 조합 가능한 상배열 경우의 수는 표 1과 같다. 

그림 5 페이서 선도

Fig. 5 Phasor diagram

표   1 검토대상 상배열 조합

Table 1 Combination of phase arrangements to be reviewed

구분 1회선 2회선(역상배치) 비고

1 ABC ACB Case 1

2 ABC BAC Case 2

3 ABC CBA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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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역행렬 계산

정전유도에 의한 전계강도는 식 (4)와 식 (5)의 전위계수 [P]

와 식 (3)의 전하량 [Q]를 구하여 계산된다. 식 (3)의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 전위계수 [P]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전위계수 [P] 행렬은 상도체 6상과 가공지선 2조를 포함한 8 × 8 

행렬로 구성된다. 8 × 8 행렬의 역행렬 계산은 행렬을 분할함으로

써 역행렬 계산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하다. 

아래 식 (13)의 n차 정방행렬 [M]의 역행렬을 구한다고 할 

때, [M]의 정방행렬 요소를 식 (13)의 행렬요소 A와 D가 정방행

렬이 되도록 4개의 부분행렬 A, B, C, D로 분할 할 수 있다[17].

M = 










A B
C D              (13)

여기서 A는 p차 정방행렬, D는 q차 정방행렬, C는 q×p, B는 

p×q이고, p+q = n이다. [M]의 역행렬이 아래 식 (14)로 나타내

어진다고 하면, 

M-1 = 










Q R
S T              (14)

Q  ABD  C 

RQBD  

SD  CQ
TD  D  CR

           (1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 전위계수 [P]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4. 유도장해를 고려한 최적 상배열

4.1 정전유도 계산 결과

그림 3~4 모델과 표 1의 상배열 조합을 대상으로 지표면전계

강도 계산결과를 그림 6~7에 나타내었다. 그림 6, 7의 지표면전

계강도 계산결과는 도체에서 멀어지면 전계강도가 급격히 감소하

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의 수직배열 계산결과에서는 

ABC-CBA 배열(Case 3)이 전계강도가 가장 낮아 최적배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삼각배열 계산결과에서는 ABC-BAC, 

ABC-CBA 배열이 좌우 비대칭으로 계산되어 최적배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회선과 2회선간 상회전 순서가 동일한 정상

배치로 모델링하여 결과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삼각배열에서 정상배치시 상배열 조합은 표 2와 같고, 계산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7과 그림 8을 비교하면, 그림 8의 

ABC- BCA(Case 5) 배열이 최적배열(최대전계강도: 2.0 kV/m, 

그림 8)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345 kV 수직배열 지표면 전계강도

Fig. 6 Electric field profile at ground level for 345 kV 

vertical arrangement 

그림 7 345 kV 삼각배열 지표면 전계강도

Fig. 7 Electric field profile at ground level for 345 kV 

triangular arrangement 

구분 1회선 2회선(정상배치) 비고

1 ABC ABC Case 4

2 ABC BCA Case 5

3 ABC CAB Case 6

표  2 검토대상 상배열 조합(정상배치)

Table 2 Combination of normal phase arrangements to be 

reviewed.

그림 8 345kV 삼각배열 지표면 전계강도(정상배치)

Fig. 8 Electric field profile for 345 kV triangular arrange- 

ment at norm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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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자유도 계산 결과

가공지선 유도전류는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국내 345 kV 가공 송전선 ACSR 480 ㎟ Rail 전선의 

연속허용전류 80%를 부하전류로 적용하였다. ACSR 480 ㎟ Rail 

연속허용전류는 909 A이며 도체수 4B, 2회선을 감안하여 1,450 

A를 부하전류로 적용하였다. 식 (12)에 자기/상호임피던스와 부

하전류를 대입하여 가공지선 유도전류(I7, I8)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공지선은 전력선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를 충분히 통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 3의 모든 상배열 조합에서 가공지선 

연속허용전류 범위 내에 있다.

수직배열에서는 정전유도에 의한 전계강도 계산 결과와 동일

하게 ABC-CBA 배열에서 가공지선 유도전류가 가장 낮게 계산

되었다. 삼각배열에서는 ABC-CAB 배열(정상배치)이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도체에 의해 가공지선으로 유

도되는 전류는 수직배열(ABC-CBA)에서 부하전류의 약 7%, 삼

각배열(ABC-CAB)에서 약 4%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공지선 유

도전류는 전력손실이 되므로 최대한 저감하여 송전해야 한다. 모

델의 이격거리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수직

배열보다 삼각배열에서 가공지선 유도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공지선 유도전류

Table 3 Induce current of ground wire comparing with line 

current 

구분 1회선 2회선

345 kV

유도전류 (A) 백분율주2)(%)

I7 I8 I7 I8

수직

배열

ABC ACB 124.2 110.2 8.57 7.60

ABC BAC 108.5 121.1 7.48 8.35

ABC CBA 106.0 98.3 7.31 6.78

삼각

배열

ABC ACB 99.7 94.9 6.88 6.54

ABC BAC 56.9 106.1 3.92 7.32

ABC CBA 110.4 58.2 7.61 4.01

ABC ABC 95.8 97.4 6.61 6.72

ABC BCA 96.2 109 6.63 7.52

ABC CAB 69.8 61.1 4.81 4.21

부하전류 1,450 A

주 1) 345 kV 가공지선 ACSR 120 ㎟ 연속허용전류는 388A임.

주 2) 백분율(%) = 유도전류/부하전류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공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유도장해 현상을 

분석하고 유도장해 최소화가 가능한 상배열 조합을 제안하였다. 

먼저 유도장해 검토를 위해 345 kV 송전선의 전선 모델과 검토

대상 상배열 조합을 선정하였다. 

345 kV 2회선 송전선 수직배열에서는 ABC-CBA 조합이, 삼

각배열에서는 ABC-BCA 조합이 지표면전계강도가 가장 낮게 계

산되어 정전유도를 줄일 수 있는 최적 상배열로 제시되었다. 이

는 민원이나 기타 건설상 이유로 지지물의 높이를 줄이기 위해 

전선배열을 삼각 형태로 건설시에는 현재 수직배열에서 적용하는 

역상배열이 아닌 정상배열(ABC-BCA)이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유도에 의한 가공지선 유도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전력선-가공지선 상호임피던스와의 곱으로 계산된다. 345 kV 송

전선의 송전용량 80%를 기준한 부하전류로 가공지선 유도전류 

계산결과, 모든 상배열 조합에서 가공지선 연속 허용전류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5 kV 2회선 송전선 수직배열에서는 

ABC-CBA 조합이, 삼각배열에서는 ABC-CAB 조합이 가공지선 

유도전류를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조합으로 제시되었다. 

삼각배열 유도장해 계산결과, 정전유도 측면에서의 최적배열

과 전자유도 측면에서의 최적배열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식 (11)

에 의해 가공지선 유도전류 감소를 위해서는 전력선-가공지선 

상호임피던스를 줄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4 전력선-가공지

선간 이격거리를 6.9 m에서 7.9 m로 1 m 증가하여 계산하면, 

ABC-BCA 조합에서 I7 = 85.5 A, I8 = 96.9 A로 이격거리 증가 전

에 비해 감소하지만, 동시에 ABC-CAB 조합에서 I7 = 58.7A, I8

= 50.7A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삼각배열에서 최적 

상배열을 결정하는데 정전유도와 전자유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

배열 선정은 어려우며, 지표면에서 전계강도 감소가 가능하여 전

선의 지상고를 줄여 경제적인 송전선 건설이 가능한 ABC-BCA 

조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의 결과로부터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장해는 2회선 

6상의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 6상의 벡터 합을 줄일 

수 있는, 즉 동일한 상이 인접하지 않고 가능한 멀리 배치할수록 

유도장해 크기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유도장해 저감이 가능한 상배열 조합과 설

계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송전선 설계·시공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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