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43 -

Abstract - 현재 한전에서 800여개 이상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전소는 154kV 변전소로서 전체 변
전소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동안 154kV S/S내에서 발생하
는 고장(T/L고장 제외)은 평균 약 183건이며, 고장복구 시간은 고장유
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력설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
속한 고장의 복구와 오조작으로 인한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
에서는 송변전 표준복구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라는
매뉴얼에 따라 고장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복구절차
는 다양한 고장원인과 설비감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먼에
러에 의한 오조작으로 고장 복구중 파급고장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54kV 변전소에서 전력설비 운전상태 및 감시조
건과 고장발생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기존의 송변전 표준복구절차(SOP)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한국전력은 전력계통을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지역
급전소(Regional Control Center, RCC)에서 345kV변전소 및 154kV 유
인변전소의 전력시스템을 감시․제어하고 있으며, 지역급전분소
(Subregional Control Center, SCC)에서 15개 내외의 154kV 무인변전소
를 원격에서 SCADA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제어하고 있다.

<그림 1> 전력시스템 감시․제어 계통

지역급전소 및 지역급전분소 그리고 유인변전소에 근무하는 급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전력계통의 원활한 운영이며, 전력설비 고장시에는
신속한 고장복구를 통한 전력공급에 있다.
‘2014년 100MVA당 5분 이상 정전건수는 0.0052건으로 지난 2005년
(0.015건)에 비해 75%로 비약적인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의 지
속적인 증가와 전력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전력설비의 고장위험
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설비 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차
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때문에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현재 운영중
인 송변전표준복구절차의 검토와 최적의 고장복구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2～2014년사이에 발생한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고
장을 기반으로 고장유형 및 복구방안을 분석하고, 종래에 운영중인
154kV 변전소 송변표준복구절차(SOP)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복
구방안을 추가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송변전 고장분석
지난 13년간(‘02～’14) 변전소 형태별 고장 점유율을 <그림 2>에서 살
펴보면 154kV 변전소 고장이 전체 고장의 76%(옥내표준GIS형 54%, 옥
외철구형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변전소 형태별 고장발생 점유율 (14.12월 기준)

지난 13년간 154kV 변전소내에서 발생한 고장은 년평균 약 183건으로
송전선로 고장의 경우 대부분은 낙뢰에 의한 고장이기 때문에 본 분석
에서는 송전선로 재폐로 성공은 고장건수에서 제외하였다. 설비별 고장
건수를 분석하면 설비수량이 가장 많은 GIS가 연평균 약 26건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비별 고장 점유율은 GIS(19%) > CB(9%) > M.Tr
(8%) 순이다. 주목할 점은 <그림 3> 설비별 고장 점유율에서 기타
(54%)부분은 보호계전기 오동작, 보호PNL 및 제어 케이블 등이 해당되
며, 이부분에 대한 복구조작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설비별 고장 점유율 (14.12월 기준)

  2.2 기존의 SOP 및 전력설비 감시방식
기존의 154kV 송변전 표준복구절차(SOP)는 154kV 전체 변전소의

83%를 차지하는 GIS변전소를 기준으로 작성한 SOP로서 약 16가지의
대표적인 고장유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준복구절차를 설비별로
분류하면, 154kV GIS 고장, M.Tr 내부고장, 23kV GIS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설비별 고장 점유율에서 56%를 차지하는 기타부분에서 하나
의 계전기만 단독 동작한 경우 51P는 90%(계전기 오동작), 51S는 41%
(계전기 CPU소손/Ry오동작), 51SN는 68%(Ry오동작/단자대 소손 등)가
고장에 의해서 동작이 아닌 계전기 오동작이었으나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4>23kV GIS 가수경보 감시법(종합경보 방식 및 Matrix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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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3kV GIS GAS구획 감시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첫째, Bank 단위의 종합경보로 감시하는 것이 약 60%정도를 차지하며,
둘째, Matrix 방식으로 차단기와 단로기(#1, #2)를 개별로 감시하는 것이
약 29%, 나머지는 GIS Bay단위로 종합감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Bank단위의 종합경보에서 Matrix방식의 개별 경보로 변경중에 있으나
SOP는 Bank 단위로 감시하는 종합경보 방식의 표준복구절차만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다.
[표 1]은 종래의 송변전 표준복구절차의 주요 내용 및 검토 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표 1> SOP 주요 내용 및 검토내용

주요 고장유형 송변전 표준복구절차 검토내용

154kV 단모선고장
(87B)

정전부하를 타 M.Tr에서 공급하며,
154kV측은 DS를 개방.

현재 SOP유지

154kV 양모선정전
소내전원을 확보한 후, 한모선
DS만 개방한후 수전선로를 이용
하여 모선복구조작 시행

현재 SOP유지

변압기 내부고장
(87,96P,96D, 96T)

타변압기로 부하전환 현재 SOP유지

59GA 경보
23kV PT고장에 대한 복구절차
반영

NGR단선시 복구
절차 추가필요

51SN, 51S고장
D/L CB, DS 개방후 반대측 모선
모선건전성을 파악하고 M.Tr2차
CB를 이용하여 DS를 건전성파악

가스경보 감시조건에
따른 복구절차 추가
필요

23kV GIS 다중
모선 운전시

SEC-CB로 개방하여 고장구간을
확인후 개별 고장으로 복구

D/L 부하전환 가
능여부에 따른 복
구절차 추가 필요

D/L CB BF고장 모선절체를 통한 부하공급
BUS-TiE CB 존
재여부에 따른 복
구조작 추가필요

  2.3 SOP 개선 방향
현재 변전소에서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중첩 보호
를 하고 있으므로 계전기가 단독으로 동작하는 경우는 고장이 아닌 계
전기 오동작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SOP는 23kV GIS고장
에서 계전기 단독동작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복구조작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3kV GIS에서 고장이 아닌 계전기 오동작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OLTC Blocking Ry동작과 96P 오동작 방지 Ry동작,
GIS 가스경보발생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23kV GIS고장시에는 위에
서 제시한 3가지 항목의 발생여부에 따라 고장발생 여부, 고장개소를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표 1]에서 검토된 주요 고장유형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새로운 송변전표준복구절차(SOP)의 복구조작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5> 51SN(or 51S) 고장시 복구조작 흐름도

<그림 5>는 23kV GIS 가스경보 감시 방식에 따른 복구조작 흐름도
를 나타낸 것이다. 조건1. Bay단위의 가스경보는 일부 변전소에서만 적
용될 수 있으며, 조건2. Matrix방식의 개별경보로 GIS를 감시하는 경우
는 고장지점을 곧바로 확인 가능하여 고장지점만을 분리함으로서 신속
한 고장복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변전소는 Bank 단위로 감시

하는 방식이므로 조건3의 복구조작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그림 6>은 가장 복잡한 고장의 유형으로 23kV GIS가 다중으로 연
결된 경우 고장복구조작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스경보 발생위치와
D/L 부하전환 조건에 따른 복구조작 절차를 구체화 함으로써 오판단에
의한 파급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6> 23kV GIS 다중모선 운전시 복구조작 흐름도

<그림 7>의 D/L CB 부동작으로 변압기 파급고장시 복구조작을 나타
낸 것이다. 종래에는 운휴중인 모선의 건전여부를 파악후 D/L을 모선절
체하여 부하공급을 하였으나 복구조작의 시간이 오래소요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BUS-TIE CB의 존재여부에 따라 고장개소만
을 쉽게 분리함으로서 고장복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수 있다.
59GA 경보의 경우 기존의 SOP는 23kV PT의 원인에 의한 고장복구
절차만을 명시하였으나, <그림 8>에서는 NGR(중성점 접지리액터)의 단
선에 따른 복구조작 절차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림 7> D/L CB 부동작시      <그림 8> 59GA시 복구 흐름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전중인 154kV 변전소 송변전표준복구절차
(SOP)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표준복구절차을 제
시하였다. 변전소의 가장 복잡한 고장유형(51S, 51SN 고장 등) 복구절
차에서 여러 조건에 따른 다양하게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신속
한 고장복구를 가능하게 하였고, 오조작으로 인한 고장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시한 고장복구절차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
문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변전소 운전자에게 신속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휴먼에러로 인한 전력설비 파급고장 방지 및 정전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표준복구절차는 1:1 제어케이블 방식을 활용한 RTU 기
반의 변전소 운전시스템에 대한 복구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2013년부터
한전의 154kV 변전소는 IEC 61850기반의 디지털변전소로 구축되고 있
는바 향후에는 디지털변전소 표준복구조작 절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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