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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kV GIS 부분방전 측정전용 UHF센서 개발  

UHF Sensor Development for Partial Discharge Exclusively for Measurement 

in 25.8kV GIS

최 문 규†
․차 한 주*

(Mun-Gyu Choi․Hanju Cha)

Abstract - 25.8kV GIS part generated by sensors to measure contact an inflow of noise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measured

discharge occurs often not easy. Partial discharge signal measurement sensor suitable for developing a more useful measurements

at the scene to this, partial discharge waveform analysis developed a sensor, and to utilize forSensor on the development of the 

most important is VSWR decided to (voltage standing wave ratio) voltage standing-wave ratio less than 1.5 and decided less than 

at the full spectrum bands that are measured, this time Return loss, as measured value by absolute criteria 14.0 dB produced the 

sensor, designed to or more. UHF 1.5∼0.5 GHz bandwidth spectrum to be measured in GIS. UHF bands were designed to be able

to measure the best signal. Recently, 25.8kV GIS production company has been increasing variety of GIS were made open spacer 

in partial dis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not very easy to detect the signal. The sensor is designed height of four cm external

spacer is attachment GIS in an influx of outside noise measurement, and be so manufactured as to facilitate the least we've done. 

Also, since partial discharge which occur can measure the frequency of the 170kV GIS external partial-discharge signals that 

occur at the scene of insulation applied to the spacer. Features, and also derived good results using global positioning. Also 

measured discharge point about sensors that are stable and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ment and local substation equipment 

failure occurring signal analysis through the discharge for the prevention of widely. There should be to believe that used.

Key Words : UHF, Partial discharge, TDR, Sensor

†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 Engineering, Gwangju-Jeonnam Head office, KEPCO, 

Korea

E-mail: cmg8624@naver.com

*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Received : February 5, 2016; Accepted : May 10, 2016

1. 서  론

가스절연개폐장치 (GIS : Gas Insulated Switchgear)의 예방

진단방법으로 현재도 폭 넓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UHF(극

초단파:Ultra High Frequency)대역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부분방

전 측정과 위치 추적기술[1]이 널리 적용되어 변전소 및 발전소

에서 GIS의 예방진단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스절연개폐장치

의 경우 부분방전 발생 위치 추적을 위하여 전자파 방전신호가 

부분방전 센서에 도달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부분방전 발생위치

[2]를 추적하는 Time of Arrival(TOA) 기법은 높은 정확도를 보

여주어 신속한 방전결함 제거 및 유지보수를 가능케 한다.

GIS 부분방전 신호 검출을 위하여 2007년부터 170kV 이상의 

GIS에 대하여 스페이서 밀착형 UHF센서를 이용하여 검출하였으

나, 25.8kV GIS 제작사별 스페이서의 형태가 상이하여 장기적 

진단시간 소요, 센서크기 불합리로 인하여 진단정확도가 저하하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70kV 센서 외형 크기(7.5cm × 17.5cm)와 25.8kV GIS 스페

이서의 공간(4cm) 협소로 밀착측정이 불가능하며, GIS 스페이서 

이격 측정(약 6cm)에 따른 근접한 인근 스페이서 방출신호, 외부 

노이즈 유입으로 부분방전 위치추적에 부적합 하다.

이러한 UHF센서를 개선하면 유입되는 노이즈 신호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부분방전 신호측정[3] [4]으로 발생위치 추적과 

진단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UHF 센서의 반사계수[5][6]를 만족하고, 내부

가 차폐되어 노이즈 유입을 최소화하여 25.8kV GIS 부분방전 신

호 측정에 적합한 전용센서로 개발하여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하

였다. 

이러한 UHF센서를 활용하면 GIS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를 UHF대역에서 신호를 측정하여 내부섬락으로 파급될 수 

있는 부분방전의 근원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신호검출용 센

서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파 이동속도와 거리를 계산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위치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2. 방법 및 실험

2.1 170kV와 25.8kV GIS 부분방전 신호 측정 

그림 1의 (a)와 같이 170kV GIS는 노출형 스페이서에 U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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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밀착하여 부분방전 신호를 측정하는 반면, 25.8kV GIS는 

그림 1의 (b)와 같이 스페이서 폭이 4cm로 170kV UHF센서로 

부분방전 신호 측정 할 경우는 깊이 6cm를 통하여 UHF센서로 

부분방전신호를 검출하나 단점으로는 이 공간을 통하여 외부 노

이즈가 유입되어 측정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5.8kV GIS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 측정 

시는 스페이서 폭에 맞는 센서가 필요하다.

  6cm

4cm

         (a)                         (b)

그림 1. GIS 부분방전 측정방법 비교

       (a) 170kV GIS 부분방전 측정방법 

       (b) 25.8kV GIS 부분방전 측정방법

Fig. 1. Compare measuring of GIS partial discharge

       (a) Measuring of 170kV GIS partial discharge 

       (b) Measuring of 25.8kV GIS partial discharge 

그림 2와 같이 25.8kV GIS의 구조가 다양하여 스페이서 폭과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형태의 스페이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a)                        (b)

그림 2. 25.8kV GIS 형태별 스페이서

       (a) 25.8kV GIS 수직 스페이서

       (b) 25.8kV GIS 수평 스페이서

Fig. 2. Spacer type of 25.8kV GIS 

       (a) Vertical type spacer of 25.8kV GIS 

       (b) Horizontal type spacer of 25.8kV GIS 

2.2 부분방전 신호 측정용 센서 설계

부분방전 측정과 분석기술은 전력기기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진단기술로 운전중인 전력기기의 고장예방이 가능하지만, 과다한 

노이즈에 노출 시 부분방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기기의 

운전중 부분방전측정에서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고 환

경적인 제약이 적은 전자파방식이 1980년대부터 연구와 개발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UHF 방식으로 GIS에서 운전 

중에 부분방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영국의 DMS Co.에서 

처음 개발되어 현재도 널리 사용 중에 있다.

센서개발에 있어 중요시 되는 것은 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 : 전압정재파비)이다. VSWR값은 측정되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전압정재파비가 1.5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측정되는 

반사손실값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절대값 기준 14.0dB 

이상이어야 한다.

 log


 

 min
max

┃┃
┃┃  (1)

표 1은 반사손실과 전압정재파비의 기준을 표시한 값으로 전

압정재파비가 1.5일 때, 반사손실값은 14dB임을 알 수 있다. 

VSWR값이 2:1 이하이면 입력매칭이 비교적 잘된 경우로 평

가하며, VSWR값이 1.5:1 이하이면 정매칭이며, VSWR값이 3.5:1 

정도이면 Return loss가 5dB정도로 매칭이 틀어진 경계점으로 

보고 있다.

반사손실(Return loss)은 데시벨로 표시되는 반사계수(VSWR)

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손실은 두 회로 이상의 임피던

스가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긴다. 커넥터와 케이블이 연결되

어지는 부분에서 발생되며, 마이크로 웨이브대역에서 재료특성과 

더불어 케이블, 커넥터의 크기는 임피던스의 매칭과 비대칭의 중

요한 역할을 한다[7][8][9].

표    1 반사손실과 전압정재파비 기준

Table 1 Return loss & Voltage Standing Wave Ratio

VSWR
Return loss 

(dB)
Trans loss 

(dB)
Power Trans

(%)
비 고

1.0 - 0 100 매칭양호

1.5 14.0 0.177 96.0 매칭양호

2.0 9.50 0.512 88.9

2.5 7.40 0.881 81.6

3.0 6.00 1.249 75.0

3.5 5.10 1.603 69.1 매칭경계

4.0 4.40 1.938 64.0

반사손실의 절대값이 클수록 양질의 측정체를 나타낸다. 달리 

표현하면 반사손실은 인터커넥터가 50Ω 임피던스 시스템에 얼마

나 잘 매칭되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반사손실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포트의 입출

력단 간의 전력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S11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반사손실을 측정하였다. 무선주파수에서 S 파라미터는 가장 중요

한 결과값이 거의 모든 무선주파수 장비나 부품이 S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S 파라미터는 dB 스케

일로 나타낸다. dB 스케일에서 0dB란 입력된 기준전력을 의미하

며, 비선형소자가 추가되어 전력증폭이 되지 않는 한 출력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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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dB

그림 3 내장형센서 반사손실

Fig. 3 Return loss of internal sensor

RL

dB

그림 4 외장형센서 반사손실

Fig. 4 Return loss of external sensor

그림 5 170kV GIS 외장형 센서 반사손실 측정값

Fig. 5 Return loss measerment an external sensor of 

170kV GIS 

력은 0 보다 낮은 값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통과대역

(Band Pass Filter)에서 S21은 0dB에 가까운 값으로 상승하며 

나머지 대역에서는 억제되어 매우 낮은 값을 기록하게 된다. S11

은 정반대의 양상으로 통과대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임으로서 

입력된 전압이 반사되지 않고 최대한 전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S11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 주파수에서 입력전압이 반

사되지 않고 최대한 외부로 방사된다는 의미이다. S11이 크게 떨

어질수록 VSWR도 작아져서 센서의 방사특성이 좋다는 의미가 

되며, 떨어지는 그래프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협대역, 광

대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센서(안테나)가 반사가 없다는 것은 즉, 공진한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반사기준을 VSWR 2:1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VSWR=2이므로 ΓL=1/3이 되며, 이를 데시벨로 표현

하면 ΓL=-9.5dB가 된다. 안테나의 반사기준이 보통 -10dB로 

VSWR 2:1로 설계한 안테나의 경우는 0.5dB만큼 반사가 더 생

긴다. 

본 논문에서도 반사손실값을 VSWR 1.5:1의 정합을 목표로 설

계 하였으나 공진점 구성이 어려워 VSWR 2:1로 구성한 결과 

만족할 만한 안테나가 설계되었다.

또한 공진점을 형성하고 있는 센서는 여러 형상에 의해 구성

하고 있는 L, C에 따라서 임피던스값이 달라지므로 매칭 또한 

중요하다. 임피던스매칭 확인은 스미스 툴을 이용하여 구현을 할 

수 있다.

2.3 센서의 측정 주파수 대역 설정

GIS에서 부분방전에 의한 전자기파 신호는 0～10㎓의 주파수군

을 형성한다. 이때 500㎒ 이하에서는 GIS에 전파되는 UHF 신호

가 작을 뿐 아니라, 방송파 및 송전선의 코로나 등에 의한 외부

노이즈 유입이 많아 측정주파수 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1.5㎓ 이상에서는 GIS의 스페이서 등에서 UHF 신호의 감쇠가 

심하다. 따라서 500㎒～1.5㎓ 사이를 센서의 측정주파수로 선정

하여 GIS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장형 센서의 경우는 반사손실(Return loss)은 센서에 입사된 

신호에 대해 센서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비가 낮을수록 센서의 감도

가 좋으며, 500 MHz에서 1.5GHz 사이에서 그림 3과 같이 반사

손실이 낮은 값을 가지도록 센서 구조를 최적화한다. 내장센서의 

적정한 반사손실값은 S11 값으로 녹색의 점선과 같은 감도를 갖

는 센서가 최적의 센서이다. 

외장형 센서의 경우는 GIS의 베리어를 통해 누설되는 UHF 부

분방전 신호를 베리어 외부에 설치된 패치 안테나를 통해 감지

하는 형태로 500 MHz에서 1.5GHz 사이에서 그림 4와 같이 반사

손실이 낮은 값을 가지도록 센서 구조를 최적화하여 외장센서의 

적정한 반사손실값으로 S11의 청색 점선과 같은 감도를 갖는 센

서가 최적의 센서이다. 

2.4 센서 반사손실 측정

그림 4는 현재 운전중인 170kV GIS에 적용하고 있는 외장 센

서에 대하여 주파수 측정범위 0.5∼1.5GHz 대역에서 반사손실

(Return loss)을 측정한 데이터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측정된 데이터에서와 같이 공진점 형성은 

없어 보이며, 반사손실이 0 dB 가까움에 따라 VSWR값도 30:1, 

Power Trans 12.5% 임을 알 수 있다. 센서의 성능이 좋지 않음

을 알 수 있으며, 입력신호가 전량 방사가 되지 않고 반사되었음

을 표시한다. 반사손실(S11)값이 낮으면 반사량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연결단에서 임피던스차에 의해 발생하는 반

사량을 단순히 입력전압대 반사전압비로 계산한 지표로 입력량에 

대해 반사량이 어느 정도 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 작을수

록 반사량이 작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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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발센서 반사손실 2

Fig. 7 Return loss 2 of development sensor

그림 8 개발센서 반사손실3

Fig. 8 Return loss 3 of development sensor

0.5 1.5

그림 6 개발센서 반사손실 1

Fig. 6 Return loss 1 of development sensor

반사계수는 S11의 다른 표현한 값으로 반사에 의해 생성되는 

정재파의 높이비를 의미한다. 보통 정재파란 어떤 파동이 진행하

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반사된 파동과 합쳐지면서 생기는 고

정된 파형으로 전기적 파동 역시 반사된 경우 고정된 전압을 가

진 파형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채 존재하게 되는데, 반사량이 

많을수록 고정된 정재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6

은 금번에 처음으로 개발한 센서의 반사손실을 0.5∼1.5GHz 주

파수 대역에서 측정한 값이다.

측정결과 센서의 측정범위가 저대역으로 치중되어 있고, 

10MHz 대역에서 반사손실이 0dB이어야 하나 저대역 설계로 약 

13dB의 반사손실이 측정되었다. 1차적으로 제작된 센서로 향후

에는 측정 대역폭을 0.5∼1.5GHz 이동필요하며, 공진점도 대역폭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센서의 L.C값 변경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센서 내부의 L.C값을 변경하여 재 제작한 센서의 반

사손실을 측정한 값이다. 정재파비 2:1을 기준으로 약 9.5dB 로 

양호하게 측정이 되었으나, 센서를 주변을 차폐하지않아 센서를 

중심으로 노이즈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센서가 있는 부분을 제

외하고 차폐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 대역폭인 0.5 

∼1.5GHz에서 공진점이 발생하였으며, 641MHz에서 약 33dB의 

반사손실과 공진점 발생으로 센서가 양호함을 알 수 있으나, 부

분방전 신호를 지향성 센서 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차폐가 필요

하다. 

그림 8은 센서에 대하여 내부 차폐를 시행하고 반사손실을 측

정한 결과 대역폭인 0.5∼1.5GHz에서 공진점이 발생하지 않았으

며, 공진점 이동이 기존 641MHz에서 184MHz 대역으로 변경됨

을 알 수 있다. 가능한 전송라인의 특성임피던스에 가깝게 임피

던스 실수부분 값을 가져야 하며, 허수부분은 0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수부분의 특성임피던스를 변경해야한다. 센서의 좋은 

특성을 위하여 피크이득은 주파수대역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여

야 한다. 센서의 공진점 발생여부는 스미스 차트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개발센서의 반사손실이 센서부 차폐와 센서 전체 차폐 후 공

진점 부분이 이동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차폐를 위한 설계가 필요

하며, 검토 결과 개발된 센서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재설계가 필

요하며, DC 부분에서 13 dB 신호 검출부분을 노이즈 유입대역인 

저대역에서 0.5∼1.5 GHz대역으로 주파수 이동을 위한 센서감도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합한 신호 검출을 위하여 

센서부분외 5면의 완전 차폐와 센서 반사계수와 손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센서 내부 안테나 제작 시 “+” “-” 부분의 인출부 

납땜 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5 25.8kV용 부분방전 측정 전용센서 개발

그림 9는 센서를 일부 보완하여 최종으로 개발한 센서에 대하

여 반사손실을 측정한 결과 0.1∼2.0GHz 측정대역 사이에서 발

생한 공진점이 최고 23[dB]이상으로, 부분방전 측정대역이 광범

위하여 UHF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신호를 양호하게 검출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DC지점에서 0dB값 출발로 노이즈의 유입없

이 부분방전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진단장비와 연결이 간편하도록 N 컨넥터를 취부하여 GIS

의 측정 위치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의 접속과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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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6 1.5

그림 9 개발센서 반사손실4

Fig. 9 Return loss 4 of development sensor

  

         a                 b                c

그림 10 최종 개발센서

        a : 전면, b : 측면, C : 후면 

Fig. 10 Final development sensor

        a : Front, b : Side, C : Back

그림 11 개발센서 스미스 차트

Fig. 11 Smith chart of development sensor

그림 12 개발센서 전압정재파비

Fig. 12 Voltage Standing Wave Ratio of development sensor

(360°)이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그림 10과 같은 최

종 UHF센서를 개발하였다. 

취부방식은 외장형 스페이서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으

며, 센서의 신호선 연결부는 감쇠가 적은 N형 Connector 로 인

출되는 구조로, 휴대형 GIS 부분방전 진단장비와 연결 은 동축케

이블을 사용하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2.6 스미스 차트 측정

그림 11은 센서에 대하여 공진점 발생유무를 알 수 있는 스미

스 차트의 측정 데이터이다. 개발센서에 대하여 공진점 발생유무 

측정결과 12개소에서 공진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3번 포인

트에서 공진점을 이루고 있으며, 758MHz 대역에서 52.98Ω의 임

피던스 매칭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된 센서의 반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정재파비의 값도 1.53 

∼1.59에서 반사손실값이 13.0∼13.4 dB의 안정적인 값을 만족하

는 것을 그림 12와 같이 알 수 있다. 

2.7 170kV GIS 부분방전 신호 측정 

절연체 결함이 발생하는 170kV 임실변전소에서 노출형 스페

이서에 개발센서와 A사의 UHF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전 발생 

신호를 검출하였다. 검출결과 A사의 UHF 센서와 유사하게 신호

와 크기가 검출되었으며, 기타 25.8kV 이상 GIS에서 협소폭

(4cm)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다.

   

그림 13 170kV 임실 S/S 부분방전 신호 현장 측정

Fig. 13 Pilot Test of 170kV Im-sil Substation

그림 14 (a)에서와 같이 절연체 결함 발생부위의 부분방전 발

생 신호 검출결과 제작센서는 226.7mV, A센서는 236.7mV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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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개발센서

236.7mV

226.7mV

그림 14 오실로스코프 측정 데이터

Fig. 14 Oscilloscope Measurement Data

정되어, 부분방전신호가 타사의 UHF 센서와 유사하게 신호와 크

기가 검출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25.8kV GIS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Partial 

Discharge) 신호를 검출하고, 용이하게 부분방전 신호를 취득하

여 측정 된 신호의 연산, 신호처리 및 분석을 하기위한 신호검출

용 UHF 센서로써 GIS로부터 발생한 UHF(0.5∼1.5GHz) 대역의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할 수 있으며, 폭이 좁은 스페이서에서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UHF센서 대하여 기술하였다.

개발 센서는 반사손실값 0.1∼2.0GHz 측정대역 사이에서 공진

점이 최고 23[dB] 이상 발생으로, 0.5∼1.5GHz 대역의 주파수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5.8kV GIS 전용센서 Model 표준화로 부분방전 진단 정확도 

향상과 복잡한 구조의 GIS 부분방전 측정을 통한 진단업무 효율 

향상과 더불어 GIS 부분방전 진단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향상으

로 설비 고장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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