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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설비	관리	Trend

2,000년부터	전력계통의	각종	고장	및	전력설비의	노후화

에	따른	연가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누적	사고	건수

가	’98년~’14년까지	2,100여건으로	이중	변압기	사고가	11%,	

GIS	사고가	15%에	달하고	있다.	’03년	8월	미국	뉴욕의	대정

전사태도	전력분야의	투자	소홀에	따른	계통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장	파급에	대한	

대처	및	계통운영체계의	미흡에	따른	결과	있다.

전력설비	관리	기술(유지보수)의	변화는	과거	고장결과에	

따른	 사후보수에서	 상태기반의	 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를	넘어,	최근에서는	제품/서비스/운영	

System을	결합하여	설비	자산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동

안에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컨설팅,	감시,	진단,	단기/중장기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Asset	management	솔루션으로	발전

하고	있다.

2.	Asset	management	개요

Asset	Management	솔루션(이하,	AM	솔루션)은	전력	설비	

운전	등의	데이터를	통합/분석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정보처리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설

비/자산에	대한	감시,	제어	운영을	하는	설비운

영	기술(OT,	Operation	Technology)의	결합으

로	제공되며,	전체	적인	AM	솔루션은	실시간	설

비의	상태	감시,	위험도	평가,	유지보수의	의사

결정	및	실행계획으로	진행된다.[1]

이에	AM	솔루션의	신뢰성	높은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센서	적용을	통한	데이터	수집	자동

화는	필수적이며,	 ’16년	NAVIGANT	research

에서는	 Asset	 Management	 and	 Condition	

Monitoring(AMCM)	분야의	Sensor	Device	및	

S/W	분야의	글로벌	시장이	’25년	약	7조5천억

원($6.5	billion)	규모로	’16년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김	영	민┃ (주)효성 차장

전력설비 진단용 센서제품 

및 기술연구 동향 

그림	1.    전력설비 관리 기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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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압기	고장	원인	분석	및	

적용	센서	현황

’12년	CIGRE	WG	A2.37에서	발행한	리포트

에	의하면,	’96~’12년까지	16개국의	48	Utility

의	변압기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100kV초과	

변압기의	고장	위치를	분류한	결과(364건)	권선

부	고장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그	뒤는	Tap	changer(26%),	Bushings(17%)	

순이었다.[3]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변압기	진단을	위한	센

서는	크게	10여	항목이	적용되고	있으며,	변압

기	내부의	전기/자기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적/

전기적	결함	진단을	위해	유중가스	분석(DGA,	

Dissolved	Gas	Analysis)가	가장	널리	사용	되

어왔다.

이는	결함	에너지에	의한	절연물	분해(절연

유,	절연지	등)에	의한	가스가	오일에	용해된	가

스들의	성분을	분석하여,	결함	유무	및	원인을	

판단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장비가	고가이며,	가

스가	용해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결함	검출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UHF	Sensor를	이

용한	부분방전을	검출하는	기법	적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전력설비 자산관리 프로세스

그림	3.    AMCM 분야 글로벌 시장 예측(NAVIGANT research)

그림	4.    변압기 고장 위치 조사 (CIGRE A2.37) 그림	5.    GIS 고장 원인 분석(CIGRE TF 23-10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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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S	고장	원인	분석	및	적용	센서	현황

’98년	CIGRE	TF	23-102에서	분석한	GIS	고장	원인은	절연	

파괴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작	계통	불

량(18%),	가스	누기(12%)	그	뒤를	이었다.

현재	GIS에	적용되는	진단	센서는	대략	9개	항목을	측정하

기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절연파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UHF	안테나를	활용한	부분방전	진단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분방전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화학적	현상	중	하나

인	방사	전자파를	측정하여	부분방전의	원인	및	위치를	판단

하는	기술로	원통형	금속제	외함을	활용하는	GIS는	외함의	도

파관	효과로	전자파의	전파에	용이하고,	UHF	대역의	전자파	

노이즈가	타	저주파	대역의	노이즈에	비해	제거	및	분류가	용

이한	장점이	있다.

5.	최근	연구사례	및	신규	센서	동향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변압기	진단을	위해,	절연유의	유

중가스	분석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Online	감시를	위한	제

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고,	1종	가스는	연료전지	기술을	응

용하여	개발된	GE社의	Hydran이	많이	적용되어	왔으며,	8종	

가스는	GC(Gas	Cromatography)	기술을	이용하는	Qualitrol

社의	TM8,	PAS(Photo	Acoustic	Spectrocopy)기술을	이용한	

Transfix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통적으

측정항목 센서종류 설명

본체

유중가스 GC, PAS 등
1종 가스 : Trend 관리용

4종 : 일부 진단 알고리즘 적용
8종 : 규격상 전체 진단 알고리즘 적용

부분방전 UHF Sensor 부분방전 발생 시 극초단파의 전자파 검출/부분방전 원인/위치 판단

절연유/권선온도 PT 100옴 변압기 오일 온도 측정

Hot Spot 광 온도 센서 권선 직접식 온도 측정, 절연지 수명평가 활용

OLTC

OLTC 모터 전류 DC CT 구동 모터 과전류 감시

OLTC 모터 접점 Aux. Relay 구동 여부 감시

Position Count - 동작 횟수 감시

Tap Changer Position Resistor Tap 위치 감시

OLTC 유중가스 GC, PAS 등 다이버터 스위치실 가스 측정

부싱

부싱탭 부분방전
Capacitive 

Sensor
IEC 61270에 의한 부분방전 측정

Tangent delta -
Power factor 측정

부싱의 열화/상태 변화 판단

표	1.   변압기 적용 센서 현황 

표	2.   GIS 적용 센서 현황 

측정항목 센서종류 설명

CB/GIB

부분방전 UHF 센서 GIS 외함/통전부/절연물 절연상태 진단

가스 압력(밀도)
Gas Density 

Sensor
SF6 가스 구획별 가스 압력 측정

CB 
조작기

CB 동작 Stroke curve
Potentiometer
Laser Sensor

CB 동작시 속도 및 스트로크 분석

CB 동작 Coil 전류 DC CT CB 구동 Coil의 전류 측정/분석

CB 동작 접점 Aux. S/W CB 구동 타이밍 분석

Mechanism 모터 전류 DC CT 유압 압축 모터 이상상태 분석

Mechanism 동작 접점 Aux. Relay 유압 압축 모터 동작여부/횟수

Mechanism Pressure 유압/공압 센서 CB 동작 에너지인 유압/공압 압력 감시

피뢰기 피뢰기 누설 전류 ZCT 피뢰기의 절연상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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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스를	추출하는	추출부를	갖추고	있으며,	추출부는	크게	

멤브레인	방식,	헤드스페이스	방식,	진공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스	추출을	위한	배관	및	펌프	등의	부가적인	설비

로	인해,	제품	사이즈	및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며,	가스	검출	

시간에	많은	시간	소요된다.	또,	멤브레인	방식의	경우,	내구성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오일	직접식으로	수소를	검출할	

수	있는	저가형	센서가	출시되고	있다.	수소는	변압기	진단을	

위한	가스	중,	전기적/열적	결함에서	모두	발생하는	가스이며,	

결함의	Trend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가스	이다.

이는	수소	감지	물질인	팔라듐을	활용한	기술이다.	수소	분

자의	팔라듐	표면의	흡착/흡수	현상에	따른	저항변화	및	캐

패시턴스	변화를	원리로	한다.	이는	 ’94년	미국	Sandia	Lab

에서	개발된	 Fuel	 Cell	 제품용으로	개발한	센서(최소	검출	

Level	15ppm)를	응용하여	적용하였으며,		미국	H2SCAN社에

서	’09년	변압기용	수소	센서를	런칭하였고,	ABB,	SIEMENS,	

Qualitrol	등의	업체에서	OEM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최근	ABB社에서는	디지털	배전급	변압기(TXpert)를	출

시하였으며,	변압기의	오일온도/레벨/압력,	수소/습도,	전압/

전류	센서	및	GPS를	탑재하고	있으며,	Wi-Fi	통신	등의	무선

통신을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측에	전달/분석되

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

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MEMS	기술을	이용한	수소,	수분	센

서와	UHF	부분방전을	패키지화	하여,	수소	진단의	단점인	전

기적/열적	결함	구분	및	급격히	진전되는	부분방전	결함	검출

을	보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센서가	연구되고	있다.[6]

GIS	부분방전	관련하여,	최근	CIGRE	WG	B3.24	에서	GIS

의	상태	평가	관점에서의	부분방전	진단	이점에	대한	연구

(Benefit	of	PD	Diagnosis	on	GIS	Condtion	Assessment)가	

진행되었다.	이는	UHF	대역의	전자파를	측정	가능한	형태의	

센서	타입의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부분방전을	통한	Asset	

Risk	Index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7]

그리고	현장	진단	시	인가전압	비동기에	따른	원인	진단	정

그림	6.    절연유 온도에 따른 가스 발생 패턴 [4]

그림	7.    오일 직접식 수소/수분 센서

그림	8.    팔라듐 수소 센서 원리[5]

그림	9.    ABB社 T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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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부분방전의	주파수	및	위상	패턴

의	특징만으로	전압	위상	비동기하여	진단할	수	있는	Decision	

tree	기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8]

6.	결				론

최근	전력기기의	센서	적용	트랜드는	먼저,	새로운	센서	제

품/기술을	적용한	기존	센서의	단순화/소형화/저가격화이며,	

그	예로	유중가스	분석을	위한	가스	추출식	수소	센서에서	직

접식	반도체형	수소	센서으로의	제품	변화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센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패키지에서	다양한	항목

을	센싱하는	것이며,	ABB의	디지털	배전	변압기,	모터진단용	

센서	패키지(Smart	Sensor)	및	하

이브리드형	가스/부분방전	센서가	

그	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는	새로운	측정항목의	센서의	출현

이며,	그	후보군은	변압기	유중의	

절연지	열화를	평가할	수	있는	퓨

란화합물	혹은	메탄올,	SF6가스	순

도/분해가스를	센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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