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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제주 ±80kV 가공선로는 다양한 가공송전선 중에서 송전용
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특성이 뛰어나고(이도특성 우수)
경제성이 있는(지지물 설치비용 및 운영ㆍ유지보수 비용 저렴) 전선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제주 ±80kV HVDC 가공선로 본선과 귀로선은 최
종적으로 ACCC/TW 전선으로 선정하였다. 전선의 단면적은 교류와 직
류를 동시에 운전하게 될 제주 시험선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송전용량을
주안점으로 두어 154kV 교류 ACSR 330㎟에 송전용량에 상응하는
ACCC/TW 전선으로 도체 단면적 160㎟ 전선을 채용하였다.

1. 서    론

한국전력공사의 2020 New Vision 8대 전략과제중 하나인 HVDC 자
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선의 기계적특성, 전기적특성, 경제성 및 송전
용량을 종합검토하여 80kV HVDC 제주시범 가공송전선로의 최적의 선
종을 결정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전선의 기계적 특성
ACCC/TW(Aluminum Conductor Composite Core / Trapezoidal
Wire) 전선은 탄소섬유와 유리섬유의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단일 지지
선에 편각으로 신선된 Full Annealed 1350 EC grade 알루미늄 소선을
연선한 전선이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선의 형상이 구형에서
사다리꼴로 바뀌게 되면 소선 간의 공극이 감소한다.

<그림 1> ACSR과 ACCC 전선

표1은 국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CSR 410mm2 가공
송전선의 외경 28.5mm와 가장 유사한 해외 업체의 전선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소선의 편각 신선에 의하여 알루미늄 도체의 점적률은 기
존 ACSR 대비 75% → 93%로 상승하여 전선의 용량 증대를 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지지선 소재였던 강(Steel)을 탄소섬유 복
합소재(Composite Core)로 대체함으로써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전선의 경량화를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Composite Core의 경량 특성에
따라서 전선 설계 시, 외경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알루미늄의
비율을 증가시켜 용량의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고, 도체 단면적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설계하여 용량은 동일하지만 전선의 경량 특성을 극대
화시킨 전선을 설계 또한 가능하다. 즉, ACCC/TW 전선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송전라인 설계 시, 다양한 선로 상황에
응용이 가능하다.

 <표 1> 전선별 비교표

구분 ACSR ACCC/TW

형상

강심 강(Steel) 탄소섬유복합소재

점적률 75% 93%

무게 617kg/km 132kg/km

상기에 소개된 ACCC/TW 전선의 기본 물성에서 알 수 있듯이,
ACCC/TW 전선은 타 전선에 비하여 월등한 경량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증용량 가공송전선들의 기본제원, 중량
및 인장하중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CSR 410mm2 전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ACCC/TW 전선은 현존하는 가공송전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전선이며
기계적인 특성 또한 우수하다. 중량 대비 인장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3M社에서 개발한 ACCR이
ACCC/TW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사용실적과 전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ACCC/TW 전선이 가장 탁월한 고강도 경량화 전선임이 자
명하다.
전선의 경량 특성과 기계적인 특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들 특성이 전선의 이도/지상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고
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선 중량이 가벼울수록, 기계적 특성이
우수할수록 유리하다.

<표 2> 대표적인 증용량 가공송전선의 물성 비교

전선 종류
전선
명칭

전선
외경
[mm]

계산 단면적
[mm2] 중량

[kg/k
m]

최소
인장하
중
[kgf]

무게 대비
강도 지수
[인장하중/
중량]

Al Core

ACCC/TW Brussels 25.1 425.3 51.9 1,275 13,878 10.9

ACCR Drake 28.65 418.1 66.5 1,384 14,606 10.6

HTACSR 410㎟ 28.5 413.4 67.35 1,673 16,400 9.8

GTACSR Condor 27.6 411.9 49.48 1,557 14,082 9.0

ACSR 410㎟ 28.5 413.4 67.35 1,673 13,890 8.3

HSTACIR/A
W

410㎟ 28.5 413.4 67.35 1,625 13,300 8.2

ACSS/TW Condor 25.2 402.8 52.19 1,518 10,5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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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제주 실증선로에 가설할 ACCC/TW 160㎟ 전선의 기본 제원
을 나타낸다.

  <표 3> ACCC/TW 160mm2 전선의 제원

공 칭
단면적
[㎟]

연선구성
소선수/소선경
[가닥/mm]

계산
단면적
[㎟]

최소
인장
하중
[kgf]

참 고

외경[mm] 중 량
[kg/㎞]Al Core Al Core Al Core

160 16/3.5 1/5.97 153.7 28.0 7,045 15.65 5.97 479.7

  2.2 전선의 전기적 특성
알루미늄 도체의 편각화(trapezoidal)는 전선의 compactness, 다시 말
해 전선 점적률을 약 93%까지 향상시켰으며 동일 외경을 가정하였을
때, 전체 단면적에서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28% 상승시켜 최
종적으로 전선의 도전율 향상과 용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는 전선의
구조변경에 따른 직류저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합금원소가 추
가되어 특성의 향상을 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단가의 상승 없이 특
성향상을 구현한 전선이다. 표 4의 전선 별 20℃ 직류 저항치 비교표에
서 확인 가능하듯이, 동일 단면적에서 ACCC/TW 전선이 가장 낮은 저
항치를 나타내며 이는 각 전선의 손실율과 연동된다.

  <표 4> 전선종류별 20℃ 직류저항 비교

전선종류 명칭
도체 단면적
[mm2]

직류저항
[Ω/km]

ACCC/TW Brussels 425.3 0.0659

ACCR Drake 418.1 0.0658

HSTACIR/AW 410mm2 413.4 0.0686

ACSR 410mm2 413.4 0.0702

GTACSR Condor 411.9 0.0714

HTACSR 410mm2 413.4 0.0777

ACSS/TW Condor 402.8 0.1098

그림 2은 ACCC 전선과 다른 증용량 전선의 정격전류 및 효율성을
도시한 그림이며 ACCC 전선이 다른 전선들에 비해 정격전류 및 효율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증용량 전선의 정격전류 및 효율성 차이 비교

  2.3 전선의 경제성
앞서 언급한 ACCC/TW 가공송전선의 우수한 이도 특성에 따라서 송
전선로를 설계할 때, 장경간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다수의 등가경간을
설계할 경우는 전체 철탑 수량의 감소가 가능해지므로 시공단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넓은 협곡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등의 특수한 조건에
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지선으로 채용한 Composite Core의 비금
속적인 특성에 따른 와전류 손실의 추가 절감과 전해부식에 대한 영향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5에 도체 공칭단면적 410㎟를 기준으로 비교
한 각 가공송전선의 경제성 검토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전선의 경제성 검토

구분
ACCC
Drake

ACSR
410

GSTACSR
410

HSTACIR
410

ACCR
410

교류저항
(Ohms/km)

0.0672 0.0927 0.0918 0.0884 0.0836

연간손실
전력량(MWh)

1,081 1,492 1,477 1,422 1,345

연간손실금($) 54,064 74,599 73,848 71,082 67,237

전선단가($/m) 18 5.5 13 25 50

손실금액+
교체비용 ($)

108,064 91,099 112,848 146,082 217,237

[주] 1. 선로 긍장 1km 기준   2. 발전단가 : 50 $MWh

  2.4 전선의 송전용량
직류송전에서 손실은 변환기용 변압기, 밸브, 직류리액터, 필터 등 변
환소에서의 손실과 직류선로에서 코로나와 저항에 의한 손실이 있다. 이
중 직류가공선로에서 손실은 코로나와 저항 손실이 있지만 저항 손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류선로의 송전용량은 직류선로의 저항을 낮추는
만큼 높아질 수 있지만, 이 경우 건설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
설비용과 선로손실과를 비교 검토하여 송전용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류송전과 달리 직류송전은 변환기 제어를 통해 쉽게 송전용량을 제
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직류선로에 의해 송전할 수 있는
송전용량은 거의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1 허용전류
각 전선에는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온도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전선의 허용온도라고 한다. 전선
의 허용전류는 열평형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전선에서 나타나는 주
울열(I2R․t)과 태양열 입력의 합이 대류열과 방사열의 합과 같을 때의
전류가 되며, 이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력을 열용량이라 하고 그 도
체의 최대송전용량이 된다.

  2.4.2 선로저항 
합성연선의 직류저항은 각 소선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ACCC/TW 전선은 강심이 탄소섬유복합소재로 구성되어 있
음으로 다음과 같이 직류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Rdc NAl

rdcAl⋅kAl
km

여기서 rdcAl kAlNAl : Al의 소선직류저항, 연입률, 소선수

  2.4.3 80kV 송전선로 용량
전선 제작사에서 제시한 연속허용전류의 조건은 180℃를 기준하였을

경우 802A 였으나 제작사의 ACCC 160㎟ 전선에 해당하는 Data Sheet
제원인 175℃를 기준하고 국내의 전선 허용전류 산정기준으로 재계산
하였을 경우 724A 의 연속허용전류가 계산되었다. 따라서 제주시범선로
의 직류전압인 ±80kV를 적용하여 송전용량을 계산하면 115MVA (2
Pole x 80kV x 724A)의 연속허용 정격이 적용된다.

3. 결    론

제주 ±80kV 가공선로 전선은 다양한 가공송전선 중에서 송전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특성(이도특성)이 뛰어나고, 정격전류
및 효율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며, 경제성이 있는(지지물 설치비용, 운영
ㆍ유지보수 비용 저렴) 전선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제주 ±80kV
HVDC 가공선로 전선은 최종적으로 ACCC/TW 전선으로 선정하였다.
전선 단면적은 교류와 직류를 동시에 운전하게 될 제주 시험선로의 특
성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특성 보다는 송전용량을 주안점으로 두어 결정
하였다. 교류와 직류를 동시에 운전하게 될 제주 시험선로의 특성을 고
려하여 기계적인 특성 보다는 송전 용량(허용전류)을 주안점으로 두어
154kV 교류 ACSR 330㎟에 송전용량에 상응하는 ACCC/TW 160㎟ 단
면적 전선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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