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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 and effectiveness of combined GIL transmission line through lightning 

surge analysis. In addition the XLPE cable is analyzed in the same condition to compare with GIL. Lighting surge 

analysis is carried out by EMTP/ATP-Draw to obtain overvoltage of GIL and XLPE cable at service-point and load-out 

area of underground line. Propagation velocity is calculated in combined transmission lines with GIL and XLPE cable. 

The overvoltage is also analyzed on GIL and XLPE cable with or without arrester ope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overvoltage of GIL is occurred higher than XLPE cable at the same condition. Therefore it is evaluated that the 

application of GIL at the field should be considered cautiously when more detailed transient analysis, another electrical 

testes and economic evaluations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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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 연 송 선로(Gas Insulated Transmission Lines ; 

GIL)는 1974년 독일  Schluchseewerk 수력 발 소에서 변

압기와 가공선로를 연결하기 해  도입된 이래 지 까지 

 세계 으로 100km 이상이나 설치되어 30여년간 운 되

고 있는데, 이를 1세  GIL이라고 한다. 이는 변 소 

GIS(Gas Insulted Switchgear)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

나 일반 가공송 선로의 건설이 상 으로 쉬워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 화를 이용한 용량 력 송 시스템

의 수요가 어 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 다. 하

지만 오늘날 세계 으로 새로운 송 선로 경과지를 확보

가 어렵고, 특히 도시의 확장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환경민원 응 측면이 부각되어, 용량 가공송 선로의 지

화가 가능한 GIL의 용이  증 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1970년 부터 

GIL이 용량 력 송시스템으로서 채용되어 운 되어왔

다. 그러나 기에는 설치가 어렵고 건설비용이 과다하여 

비경제 이었으나 SF6와 N2 가스를 혼합하는 기술을 개발하

는 등 기술 인 진보가 이루어져 2세 의 GIL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신도시 개발, 도시

의 확장, 도심지 부하집  등으로 345㎸ 용량 가공송 선

로의 일부를 지 화하거나 신규 용량 지 화선로의 건설

시 GIL을 용하기 한 검토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

이러한 GIL은 가공선과 유사한 기  특성을 지니고 있

어 장거리송 이 가능하고, 재폐로 등 가공선로와 통합 인 

운 이 가능하다. 한 정 용량이 매우 낮아 장거리 선로

임에도 유도성 무효 력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부 연

가스는 비노화특성을 가지고 있어 반 구 인 수명을 가지

고 있다. 한 속 외함은 자계 설과 내부고장을 효과

으로 차단하여 작업자의 안 과 환경을 안 하게 보호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 들이 있다.[4]

그러나, GIL은 기존의 345kV XLPE cable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높은 서지 임피던스 때문에 GIL-가공선로로 

구성된 혼합송 선로에서는 기존의 가공선로-지 이블

(XLPE 는 OF cable)에 비해 서지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난다. GIL은 여러 장  때문에 앞으로 사용이 증 될 것

으로 상이 되나 보다 효율 인 운용을 하여서는 검토하

여야 할 항목들이 많다. 하지만 지 까지 GIL은 부분 구

조  측면과 고 압  측면에서 기 으로 검토하여 왔으

며 이러한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장에 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거나 사용 정인 

345kV GIL이 실제 력계통에 설치되어 가공선로의 일부를 

담당하는 이른바 혼합송 계통을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의  

과 압이 발생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뿐

만이 아니라 혼합송 계통의 지 선로구간에 GIL 신 기존

의 XLPE cable을 연계한 경우, 가혹한 조건에서 해석을 통

해 어떠한 과도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가를 상호 비교  평

가함으로써 GIL에 해 실제 선로로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공송 선로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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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GIL 는 XLPE cable로 지 화 할 경우, 가공선로의 상

도체 는 가공지선에 뇌격이 침입하 을 경우 GIL  

XLPE cable의 속부 인입 과 인출 에서 나타나는 피뢰

기의 유·무에 따른 뇌과 압을 해석하고, 각각의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GIL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 해석은 EMTP/ATPDraw를 이용하 다.

2. 본  론

2.1 GIL의 구조

그림 1은 실제 GIL 구조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GIL의 

연은 공기 연이나 고체 연체 신 송 용 도체를 원통

형 외함으로 둘러싸고, 도체와 외함 사이에 SF6와 N2 가스

를 혼합한 연가스를 주입하여 기  연성능을 확보한 

구조이다.

그림 1 GIL 구조

Fig. 1 GIL structure

설계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재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

는 2세  GIL의 기본구조는 직선부는 표 길이 120m. 곡률 

반경 400m이며, 곡선부는 포설여건에 따라 방향 변경이 가

능한 유니트로 4°～90°의 굴곡 포설이 가능하다. 차단부에서 

가스 격실의 최 길이는 1～1.5㎞이다. 한 신축부는 외함 

 도체의 열팽창을 보상하기 한 유니트이다. 한편 외함

의 열팽창은 벨로우즈에 의해서, 그리고 도체의 열팽창은 슬

라이딩 구조의 에 의해 보상된다. 표 1은 국내에서 건

설 검토 에 있는 GIL 설계규격을 나타낸 것이다.[5]

표   1  GIL 설계 규격

Table 1 GIL standard of design

항목 규격

설계 압[kV] 42

허용 류[A] 4,065

포설환경 력구

가스 혼합비[%] SF6 20

가스압력[bar] 7

도체외경[㎜] 180

도체두께[㎜] 15

외함외경[㎜] 250

외함두께[㎜] 10

2.2 혼합송 선로 모델링

지 까지는 345㎸ 가공송 선로의 간부분을 지 화 할 

경우에는 XLPE cable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GIL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

다. GIL과 XLPE cable 두 종류가 가지고 있는 기 , 기계

 그리고 경제  특징은 상호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GIL의 특성을 평가하기 해 기존의 XLPE cable의 경우

도 동일한 조건에서 해석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GIL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해석은 가공부분에 뇌격이 

침입하 을 경우의 과 압 해석하는 것으로 하 다.

그림 2는 혼합송 선로에서 지 화구간이 GIL로 되어 있

는 경우인 ACSR + GIL + ACSR의 계통도를 보이고 있다. 

GIL이 간에 있고 양측에는 기존의 가공송 선로가 연계되

어 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 

그림 2 GIL이 포함된 혼합송 선로(OH Line+GIL+OH Line)

Fig. 2 Transmission line connected with GIL

한, 그림 3은 혼합송 선로에서 지 화구간이 XLPE 

이블로 되어 있는 경우인 ACSR + XLPE cable + ACSR의 

계통도를 보이고 있다. XLPE 이블(2B)이 간에 있고 양

측에는 기존의 가공송 선로가 연계되어 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

그림 3 XLPE 이블이 포함된 혼합송 선로 

Fig. 3 Overhead line connected with XLPE cable

2.3 해석조건

뇌서지 해석을 해 사용된 뇌격조건은 35㎄, 2×70㎲의 

뇌격 류로서 형은 그림 4와 같이 램 , 뇌도 임피던스

는 400Ω로 모의하 다. 한 뇌격은 가공+지 속부에서 

가까운 지 의 가공지선  A상 도체 침입하는 것으로 상

정하 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피뢰기의 V-I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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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과 같으며, 피뢰기는 각각 원단, 부하단과 속부의 

인입부, 인출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 다.[6]

그림 4 뇌격 류 형

Fig. 4 Lightning current waveform

 

그림 5 345㎸ 피뢰기의 V-I 특성곡선

Fig. 5 V-I characteristic curve of 345kV lightning arrester

2.4 서지계수

해석을 해 사용된 선로인 ACSR 480[㎟], GIL, XLPE 

cable 2,500[㎟]의 서지 특성은 CIGRE JWG 23/21/31.15를 

참고하 다.[7] 한 선로 사이의 반사계수 와 투과계수 

는 식 (1)과 식 (2)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1)

 


                         (2)

여기서,  , Z2는 각각 가공선로와 지 선로의 서지임피던

스이다. 표 2는 EMTP에서 선로 종류에 따른 서지특성을 

계산하여 구한 값이며, 표 3은 식 (1)  (2)를 이용하여 계

산된 투반사 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서지 특성

Table 2 Surge characteristic

선종 ACSR 480㎟ XLPE 2,500㎟ GIL

속도[㎲] 284 195 298

서지임피던스[Ω] 263 21 48.6

정 용량[㎌/㎞] - 0.22 0.0534

표   3  서지계수

Table 3 Surge coefficients

형태 ACSR ACSR+XLPE ACSR+GIL

투과계수 0.312 0.148 0.312

반사계수 -0.688 -0.852 -0.688

표 2와 3에서처럼 GIL은 XLPE cable에 비해 서지임피던

스가 2.3배 높아 혼합송 선로의 속 에서 투과되는 압

은 크지만 반사 압은 낮다.

한 서지 속도도 ACSR+GIL의 경우가 훨씬 빠르다. 

그림 6  7은 속도를 비교하기 해 두 종류의 혼합계

통에서 상도체 1상에 단 압을 인가했을 경우를 가공과 

지 선로 속부의 인입 과 인출 에서 발생되는 서지 압 

특성을 해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XLPE보다 GIL이 정 용량이 작은 이유로 훨씬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한 ACSR+GIL은 

ACSR+XLPE cable에 비해 인입 에서는 10%, 인출 에서

는 5%의 높은 압이 발생하 음을 볼 때, ACSR+GIL 혼

합형태는 기존의 ACSR+XLPE cable에 비해 높은 서지 압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속부의 인입  서지 압

Fig. 6 Service-point surge voltage of connection

그림 7 속부 인출  서지 압

Fig. 7 Load-out point surge voltage of connection

2.5 뇌서지 해석  분석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ACSR 480[㎟]×4도체에 

GIL이나 XLPE cable로 이루어진 혼합송 선로에서 뇌서지

가 선로의 다양한 치에 침입하 을 경우 GIL과 XLPE 

cable에서의 과 압을 해석하 다. 과 압해석은 표 4와 같

그림 8 가공-지  혼합송 선로 뇌격 치

Fig. 8 Lightning strik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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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se A～F까지 구분하여 동일지   타지 에 해서 

피뢰기 사용 유·무에 따른 과 압의 변화를 검토하 다.

표   4  뇌격 치

Table 4 Lightning strike location

뇌격 치

피뢰기 사용 피뢰기 미사용

Case A L1 지 L1 지

Case B L2 지 L2 지

Case C L3 지 L3 지

Case D L4 지 L4 지

Case E L5 지 L5 지

Case F L6 지 L6 지

2.5.1 상도체에 뇌격이 침입하 을 경우

본 에서는 피뢰기가 설치된 각각의 혼합송 선로에서 

뇌서지가 A상 L1 치에 침입하 을 경우 뇌과 압을 해석

하 다. 이 때 속부 인입   인출 의 과 압은 그림 9

∼10과 같다.

그림 9 가공-지  속부 인입  과 압(피뢰기 유)

Fig. 9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service-point

그림 10 가공-지  속부 인출  과 압(피뢰기 유)

Fig. 10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load-out point

그림 9, 10에서 피뢰기 사용시 속부 인입 에 나타나는 

최  과 압은 GIL이 787.377kV, XLPE cable은 745.079㎸, 

속부 인출 에서 GIL은 682.358㎸, XLPE cable은 702.77

㎸로 피뢰기 동작으로 인하여 두 혼합송  선로에서의 최  

과 압은 345㎸피뢰기 뇌서지 내 압시험치인 1,175kV에 훨

씬 못 미치며, 이블 BIL인 1,300㎸에도 못 미치는 압이 

측정되었다. 한 그림 11∼12는 혼합송 선로에서 피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L1 치에 직격뢰가 유입되었을 때에 속

부 인입   인출  과 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가공-지  속부 인입  과 압(피뢰기 무)

Fig. 11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service-point

그림 12 가공-지  속부 인입  과 압(피뢰기 무)

Fig. 12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load-out point 

그림 11, 12에서 피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속부 

인입 에 나타나는 최  과 압은 GIL은 5,789㎸이고 XLPE 

cable은 2,882.99㎸이며, 속부 인출 에서는 GIL이 5,796.35

㎸이고 XLPE cable은 2,907.64㎸로 GIL의 최  과 압은 

XLPE cable보다 약 1.99배 높은 과 압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5  6에서는 각 혼합송 선로에서 상도체에 뇌서지가 

침입하 을 경우 뇌격 치별 과 압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뇌격 치  피뢰기 유·무에 따른 최 압(GIL)

Table 5 Maximum voltage according to lightning stroke 

location and arrester (GIL)



Trans. KIEE. Vol. 59, No. 11, NOV, 2010

345kV  GIL이 연계된 혼합송 선로의 뇌서지해석  평가                                                                    1953

표   6 뇌격 치  피뢰기 유·무에 따른 최 압(XLPE)

Table 6 Maximum voltage according to lightning stroke 

location and arrester(XLPE)

뇌격이 상도체에 침입하 을 경우, 피뢰기 사용시에는 

GIL에서의 과 압이 XLPE cable보다 42.3㎸ 높게 나타났으

며, 피뢰기 미사용시에는 XLPE cable의 경우보다 2배 이상

의 과 압이 발생하 다. 한 뇌서지가 가공지선에 침입시

의 경우에는 상도체에 침입시에 비해서 하게 낮은 과

압이 측정되었다. 즉 GIL 혼합선로는 XLPE cable 혼합선로

에 비해 인입  , 인출  모두 높은 압이 발생하 고, 투

반사 발생시간도 XLPE에 비해 빠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

다. 즉, GIL 혼합선로는 상 으로 높은 서지 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5.2 가공지선에 뇌격이 침입하 을 경우

피뢰기가 설치된 각각의 혼합송 선로에서 뇌격이 가공지

선 L1 치에 침입하 을 경우 속부 이블  인출 의 

과 압은 그림 13, 14와 같다. 

그림 13 가공-지  속부 인입  과 압(피뢰기 유)

Fig. 13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service-point

피뢰기 사용시 속부 이블에 나타나는 최  과 압은 

GIL의 경우 630.274㎸, XLPE cable의 경우는 378.163㎸이고, 

속부 인출 에서 GIL은 603.41㎸이고 XLPE cable은 

352.41㎸로 피뢰기 동작으로 인하여 두 종류의 혼합송 선

로에서의 최  과 압은 345kV 피뢰기 뇌서지 내 압 시험

치인 1,175kV에 미치지 못하며, 345㎸ 이블 BIL인 1,300㎸

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검토하 다.

그림 14 가공-지  속부 인출  과 압(피뢰기 유)

Fig. 14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load-out point

따라서 피뢰기 동작으로 인해 두 이블 모두에서 이블 

BIL 1,300kV보다 하게 낮은 과 압을 측정하 기에 실

제 운용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 가공-지  속부 인입  과 압(피뢰기 무)

Fig. 15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service-point

그림 16 가공-지  속부 인출  과 압(피뢰기 무)

Fig. 16 Overvoltage at OH-UG connection load-out point 

한 그림 15  16는 각각의 혼합송 선로에서 피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L1 치에 직격뢰가 침입되었을 때에 속

부 이블  인출 에서의 과 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속부 이블에 나타나는 최  과 압은 

GIL의 경우 928.324㎸이고 XLPE cable은 378.163㎸이다. 

피뢰기 미사용시에 속부 인출 에서의 과 압은 GIL이 

1,037.53㎸이고 XLPE cable은 352.41㎸로 피뢰기 사용시보다 

약 1.4배 높은 과 압이 GIL에 나타나며, XLPE cable의 경

우에는 지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과 압의 변화가 없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 그림 13∼16에서 볼 수 있는 XLP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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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뇌과 압 투반사 특성이 GIL의 경우와 다른 이유는 연 속부

(IJ)의 많은 크로스본딩 부분으로 인하여 투반사 압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표 7과 8는 가공지선에 뇌서지

가 침입하 을 경우에 뇌격 치별  피뢰기의 유·무에 따

른 GIL  XLPE cable의 거리별 과 압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뇌격 치  피뢰기유·무에 따른 과 압(GIL)

Table 7 Overvoltage according to lightning stroke location 

and arrester(GIL)

표   8 뇌격 치  피뢰기유·무에 따른 과 압(XLPE)

Table 8 Overvoltage according to lightning stroke location 

and arrester(XLPE)

한, 뇌격 치와 상 없이 GIL  XLPE 혼합송 선로

에서 피뢰기 설치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에 뇌서지에 의한 

과 압 감소를 검토하 으나, 두 경우 모두 피뢰기 설치 개

수 증가에 따른 과 압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공송 선로의 일부구간을 GIL로 지 화 

한 혼합송 선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 동일구간에 

XLPE 이블 있다는 가정하에 뇌과 압을 해석하여 상호비

교  평가하 다.  

1) GIL의 경우가 XLPE cable에 비해 지 구간 인입 , 

인출 에서 모두 높은 압이 발생하 고, 투반사 발생시간

도 XLPE cable에 비해 빠르다. 즉, 혼합선로에서 GIL 구간

이 XLPE cable보다 상 으로 높은 서지 압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2) 뇌격 치가 GIL이나 XLPE cable에 가까울수록 지

구간에 뇌과 압이 높게 발생하며, 피뢰기 설치로 인하여 과

압은 감소한다. 단 피뢰기 미설치시 과 압은 인입 을 

기 으로 GIL의 경우 약 7.35배, XLPE cable의 경우에는 약 

3.86배 높게 나타났다.

3) 피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속부 인입 에 나타

나는 GIL의 최  과 압은 XLPE cable보다 약 1.99배 높은 

과 압이 나타났다. 한 피뢰기 설치시는 인입 에서 GIL

의 과 압은 XLPE cable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는 

다. 상도체에 뇌격 침입시 두 종류의 혼합선로에서 345㎸ 

이블의 BIL에 못 미치는 과 압이 발생하 다. 그리고 가

공지선에 뇌격 침입시 두 종료의 혼합선로에서 상도체보다 

하게 낮은 과 압이 발생하 다. 한편 GIL  XLPE 

cable 혼합송 선로에서 피뢰기 개수 증가에 따른 과 압을 

살펴본 결과 피뢰기 설치 개수에 따라 과 압의 감소가 비

례 이지 않았다.

따라서 뇌서지 해석을 통하여 얻은 과 압 발생 측면에서

만 볼 때 BIL을 과하지는 않지만 재 사용 인 XLPE 

cable에 비해 보다 유리한 장 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사

료된다. 그러나 기계  강도  포설환경 등 유리한 도 

많이 있다. 따라서 345kV 혼합송 선로에서 지 구간에 

XLPE cable 신 GIL을 채용하려면 경제성검토와 함께 더

욱 폭넓은 기  특성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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