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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looking for method of detecting inner fault of
a 154kV GIT(Gas Insulated Transformer), it was considered that
diagnosis partial discharge(PD) in UHF band and that analyze the
ingredients of SF6 insulating gas. UHF PD diagnosis that is
optimized to GIS was considered unsuitable through checking of inner
part of a transformers which PD is detected excessively. The method
analyzing the content of six kinds of gas(SOF2, SO2F2, etc)was
decided through analysis of chemical degradation and combination
process and discharge experiment. With the result applying this
method to analyze the content of insulated gas of eighty five Gas
Insulated Transformers.

1. 서    론

154kV 이상 변압기 절연유로서 냉각성능과 효율측면에서 우수한 광
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화점이 150℃에 불과하여 화재 안전성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난연유(인화점 285℃)를 사용한 변압기의 경우도
본체는 난연유를 사용하지만 OLTC는 광유를 사용함에 따라 화재의 위
험은 다소 낮출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2003년
이후 화재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인명피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도심의 복합 건물(지상층에 주거용, 사무용, 상업용 시설이 존재하
는 건물) 지하에 건설되는 154kV 변전소에는 변압기 고장에 의한 화재
를 방지하기 위해 절연유 대신 불활성 기체인 SF6(육불화황)가스를 절
연매체로 제작한 가스변압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내에만
15개 변전소 40Bank의 가스절연변압기가 운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
로 지하 복합변전소의 유입변압기를 전량 가스절연변압기로 교체예정에
있다. 지하복합변전소는 부하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변압기 고장시
많은 정전피해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지만 유중가스분석을 통한 예방진
단 방법이 정립된 유입변압기와 달리 가스절연변압기는 도입 시기가 짧
고 운영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진단방법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기 도입된 가스절연변압기 사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고 있는 시점에
서 노후화에 의한 내부 절연파괴 등으로 고장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
다 고도화된 예방진단을 위해 2012년부터 부분방전측정, SF6가스 성분
분석 등 다각도의 진단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절연변
압기 진단기술 정립과정과 이를 적용하여 얻은 테이터 분석 결과에 대
해 다루고자 한다.

2. 본    론

  2.1 가스절연변압기의 UHF대역 부분방전 측정
GIS 내부이상 판정에 최적화된 UHF센서와 장비를 이용한 부분방전
측정방법을 가스절연변압기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분방전의 징후
는 변압기의 내부이상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GIS와 다른 복잡한
구조로 인한 신호감쇄 및 Calibration 문제가 있고, 변압기 방전파형 패
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압기 내부에서 부분방전
신호가 검출되어도 내부이상의 판단은 곤란하다. 2.1.1, 2.1.2항은 가스변
압기 부분방전 신호가 과다 검출된 것에 비해 실제 내부상태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1 UHF대역 부분방전 측정결과 부분방전 과다발생 
서울강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스절연변압기의 부분방전 측정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A, B사에서는 ‘03∼’04년 본체 SF6가스 압력 3.0bar
이상의 고압형 변압기를 공급하다가 ‘05년 이후부터 압력을 2.0bar 이하
로 낮춘 저압형 변압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03년∼'04년 설치된 고압형
변압기 24대에서는 부분방전이 검출되지 않았고, ’05년 이후 설치된 저
압형 변압기 63대중 24대에서 부분방전이 검출되었다. 특히 A사에서
'11년 이후 설치된 변압기 18대 전량에서 부분방전이 과다하게 검출되

었다. 부분방전 크기나 빈도를 고려할 때 내부이상 여부를 의심할 수 있
는 상황이었다.

  <표 1> 서울강북지역 운영 가스절연변압기 부분방전(PD) 측정결과

 

구분
고압형 ('03∼'04) 저압형 ('05 이후)

설비대수 PD검출 설비대수 PD검출 부분방전파형

A사 6대 0대 33대
18대

('11년이후
설치분 전량)

B사 18대 0대 30대 6대

  2.1.2 부분방전 과다검출 변압기 내부 정밀점검 및 해체점검
2012∼2013년도에 걸쳐 시행한 부분방전 과다검출 변압기의 내부 정
밀점검(3대)과 공장반입 권선 해체점검(1대) 시행 결과 이상개소 및 방
전흔은 나타나지 않아 부분방전이 발생되는 원인은 파악되지 못했다. 하
지만 이러한 부분방전 발생이 A사에서 2011년도 이후에 설치한 변압기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 부분방전이 검출되는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운전한 변압기의 내부점검 결과 아무런 방전흔이나 이상징후가 없
다는 것, 2.2항에서 나오는 SF6 가스분석결과 이상가스가 검출이 안된
것을 볼 때 GIS 진단에 사용되는 UHF대역 부분방전 변압기에 적용하
여 변압기의 내부결함 여부의 판정은 곤란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2 가스절연변압기 내부이상을 판정을 위한 SF6 가스분석방안 검토
UHF 부분방전 측정방식이 가스절연변압기 내부결함 판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절연가스에 포함된 이
상가스 분석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2.1 가스절연변압기 내부 이상으로 인한 화합물 생성
  변압기 내부의 이상현상은 크게 과열과 방전으로 구분된다. 과열 및
방전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SF6가스를 분해시키고, 변압기 내부의 H2O,
O2성분과 반응하여 SO2, SOF2, SO2F2, HF의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
다. SF6가스의 분해과정을 아래 그림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SF6가스 분해과정

  SF6 가스를 제외한 S또는 F를 포함한 성분은 SF6가스가 분해하지
않는 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SO2, SOF2, SO2F2, HF)이 검출되었
을 때는 변압기 내부의 과열 또는 방전현상을 추정할 수 있다.
과열 및 방전에 의한 분해가스 실험데이터는 타 논문에서 이미 소개
되었지만 실제 데이터 확인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아크방전 모의실험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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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용량 : 약 15L

- SF6가스 압력 : 5bar

- 전극-접지간 간격 : 2㎜

<그림 2> 아크방전실험 모의 셀

 <표 2> 아크방전 모의실험 결과

성분 분석장비
아크에너지 : 161kJ

함량(ppm) 그래프

HF 가스검지관 0 -

SO2 센서식 장비 3.3 -

SO2F2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8.3
SF6

SO2F2
SOF2

SOF2 58.7

그림 2에서 아크전극과 접지 간에 일정시간의 아크를 발생시킨 후
HF, SO2, SOF2, SO2F2 성분량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HF
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상당량의 SO2, SOF2, SO2F2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양은 SO2<SO2F2<<SOF2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것으로 변압기 내
부이상으로 인한 아크방전의 발생은 SO2, SO2F2, SOF2를 생성시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변압기 내부이상으로 인한 절연재료 성분의 열분해 반응도 고려하여
야 한다. 가스절연 변압기의 권선은 PET 필름으로 절연되어 있고 프레
스보드와 목재 등의 지지물이 절연재료로 사용된다. 과열은 권선 자체에
서 방전은 권선간 또는 권선과 대지 간 주로 발생하므로 이상현상은 절
연재료의 열분해를 필수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때, 상기 4가지 성분 이외
에도 CH4, CO, CO2 등의 성분이 발생된다. 이중 CO, CO2는 내부이상이
없어도 변압기의 자연적인 경년열화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두 성분
만 발생되었을 경우 변압기의 경년열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3 절연가스 성분분석의 현장적용
이에 분석성분을 SO2, SOF2, SO2F2, CO, CO2, HF 6종으로 정하고 서
울강북지역에서 운영중인 85대의 가스절연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가스
성분분석을 시행하였다. SOF2, SO2F2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프), SO2는
센서형 가스분석기, CO, CO2, HF의 분석에는 직독식 가스검지관을 적
용하였다.
그 결과 85대 모두 변압기 내부 과열 및 방전이상지표인 SO2, SOF2,
SO2F2, HF의 4가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CO와 CO2가 경년
열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스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래 그림3, 4에서 ◆로 표시된 저압형 가스절연변압기의 경년과 CO, CO2
농도의 관계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4개 그래프 모두 정비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변압기 사용연수가 많아짐에 따라 CO와 CO2의 농도
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림 3> A사 가스절연변압기 경년에 따른 CO/CO2 농도

<그림 4> B사 가스절연변압기 경년에 따른 CO/CO2 농도

그림3, 4에서는 저압형의 농도를 ◆, 고압형의 농도를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저압형의 농도로만 추세선을 그렸다. 같은 추세를 나타낸다
면 저압형 데이터의 추세선을 연장한 선상을 중심으로 고압형의 데이터
가 분포해야 하지만, 4개 그래프 모두 공통적으로 고압형의 CO, CO2농
도가 저압형의 추세선을 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 CO2농도가 경년열화의 지표라고 했을
때 이것은 SF6가스의 압력을 낮추면 변압기의 경년열화가 빠르게 진행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결    론

가스절연 변압기의 내부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UHF대역 부분방
전 측정방법은 유효하지 않았다. 절연가스 분석방법은 변압기 내부 고장
사례가 없어서 현장시료를 활용한 입증은 곤란하였지만, 인위적으로 고
장상황을 모의한 시험에서 절연가스에 포함된 이상가스(SOF2, SO2F2,
SO2) 분석에 의한 진단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되었다. 또한, 사용연도가
1년에서 많게는 12년까지 경과한 변압기의 가스분석데이터를 통해 운전
기간이 경과함에 CO, CO2 의 농도가 따라 증가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
었고, 고압형 변압기가 저압형에 비해 절연물의 안정도가 우수하다고 판
단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변압기 수명 등 경제성을 감안한 최적 운전압
력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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