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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부분방전 신호와 도착 시간차 분석을 통한 PD발생 위치 추적

Partial Discharge Position Tracking Method using a GIS Partial Discharge Signal and 
Arrival Time Difference

최 문 규†․차 한 주*

(Mun-Gyu Choi․Hanju Cha)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of PD occurrence posi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arrival time difference between the GIS partial 

discharge signal. Because of GIS (Gas Insulated Switchgear) is a facility very important power equipment and as part of the equipment 

that make up the power system, the stabilization of the power industry, which accounted for 88.5% share of GIS substation in the form 

of a substation is an important equipment for power supply. In the situation where we are gradually expanding the need for preventive 

diagnosi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quipment management and failure prevention for Preventive diagnosis. In this paper as 

a method for extracting pre-defect of failure of GIS  Apply the average value method of calculating the 5 times each using a pulse of 

the first time of the second pulse (△t) with an oscilloscope generation position PD(Partial Discharge). the results of GIS internal 

inspection, the partial discharge of the actual the position of the partial discharge was confirmed with an accuracy of about 82% of 

positions. Arrival time difference in the most effective manner if the partial discharge of GIS internal occurs by applying the averaging 

method and TOA(Time of arrival) method, the partial discharge occurs you through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PD signal occurs  

was confirmed in the experiment are presented and diagnostic methods location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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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IS(Gas Insulated Switchgear)는 력계통을 구성하는 

설비의 한 부분[1]으로서 력공 에 요한 설비이다. 지속

인 GIS설비의 투자로 방진단을 통한 고장의 사  방지

와 설비의 효율  리를 하여 방진단의 필요성이 차 

확 되고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 국내 GIS 변 소

에서 진단 이 필요한 력설비는 약 2만여 개소로 국에 

분포되어 있다. GIS가 제조상의 결함이 없거나 연이 양호

하면 정 이 없는 무결 의 력공 이 가능하지만, GIS를 

장기간 사용하면 SF6 가스 분해, 수분, GIS내 이물질, 제작

결함 등의 향에 의해 성능이 하되며 수명이 단축되어 

결국은 고장으로 진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주기 으로 설비에 한 부분방  발생 진단

으로 GIS 고장을 방 할 수 있다. 기존의 부분방  치 

검출방식은 이론 인 치추  방안을 기 으로 하여 오차

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치 추 방법에 하여 언

한 것으로, 기  방법인 UHF(Ultra High Frequency) 

진단법[2][3]을 제시하 다. 따라서, 좀더 GIS 내부의 PD 발

생 치에 근하기 하여 펄스의 특성과 시간차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UHF신호를 이

용하여 부분방 을 오실로스코 를 통하여 검출하는 기술로 

△t의 산출을 5회씩 평균법을 용하여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실제 으로 PD발생 치를[4] 검증함으로써 정확

도를 80[%]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t의 평균법을 활

용, 용, 검증을 함으로써 PD의 발생 치를 허용 오차범  

안에서 상당히 근한 방법으로 GIS내부에서 부분방 발생 

시 형측정, 도착 시간차 분석에 의한 치추 과 결함을 

해석하고 이를 통한 부분방  치 추  진단방법에 하여 

서술하 다[5][6][7].

2. 본  론

2.1 부분방  신호 검출방법 

GIS 설비의 고장 방을 하여 주기 으로 온라인 방

진단, 휴 용 부분방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

실로스코 , 주 수 분석기 등 진단장비는 부분방  치 추

용으로 부분방  발생에 따른 치를 추정하는 정  진단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GIS 내부의 결함유무는 UHF(Ultra 

High Frequency) 역의 센서와 진단시스템에서 소 트웨

어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GIS의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결

함유무를 검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기술의 발 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0년  부분방  방진단시스템과 휴 용 부

분방  진단장비가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진단장비로 보

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역(UHF)의 주 수를 측정하

여 GIS 내부 결함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리 사용되

고 있다[2]. 

한, GIS 부분방  정 진단장비는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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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장비로 연체의 열화뿐만 아니라 GIS 내부의 국부

인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하여 GIS 고장 방 진단장비로 빠

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GIS 고장 방을 하여 기기 내

부결함 시 방출되는 자 의 발생 압을 측정하여 치를 

검출하는 오실로스코 와 주변 주 수를 분석하는 주 수분

석기 진단장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펄스

와 신호의 △t를 측정부분을 으로 다루고자 한다. 

2.2 GIS 부분방  치 추  방법

GIS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방  신호검출을 한 방법

으로 그림 1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한다. 

GIS

GIS

그림 1 GIS 부분방  신호 취득을 한 구성

Fig. 1 Configuration to obtain the GIS partial discharge 

signal

그림 1은 GIS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방  신호를 검출

하기 하여 스페이서에 내·외장 UHF센서를 통하여 PD신

호를 취득, 분석하는 것을 보여 다. 부분방  발생 시에는 

치추 을 하기 하여 펄스신호를 측정 하여 PD발생 

치를 검출할 수가 있다[7].

2.3 부분방  신호검출1

GIS 내부결함으로 부분방 에 의해 발생하는 자  신

호를 On-Line 방진단 시스템과 휴 용 부분방  장비를 

통하여 검출이 가능하며, 신호분석과 크기를 측정 후 부분

방  발생 치까지 추 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법은 일반

인 부분방  신호를 검출하는 기술로 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8].

그림 2는 362kV GIS에서 발생한 부분방  신호를 온라

인 방진단 시스템과 휴 용 부분방  진단장비에서 측정

한 형이다.

부분방  진단장비에서 PRPD(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PRPS(Phase Resolved Pulse Sequence)1) 형을 

분석해 보면 로  신호2)의 결함이 최고 0[dBm]의 크기(그

림 2 PRPD 원부분)로 GIS 내부에 단로기 부 에서 부분방

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1) PRPD(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 부분방  데이터

를 상으로 하여 보여주는 기능

PRPS((Phase Resolved Pulse Sequence) : 실시간으로 들어오

는 Pulse 데이터를 순차 으로 보여주는 기능(60Hz 한주기마

다 표시)                 

2) 로  신호 : 계완화 실드가 고압도체에서 이완 는 탈

락된 경우 발생 신호

온라인 방진단 
시스템

휴 용 부분방  진단 장비 (PRPD) / 
(PRPS) : 로  신호

설비 사진(B상 GIB) 설비 구조도 내부 구조도

 

그림 2 온라인 방진단시스템과 휴 용PD진단 장비 신호 

취득

Fig. 2 Online prevention diagnostic system and signal 

acquisition of a portable diagnostic device PD

2.3.1 부분방  치 추

부분방 의 자  신호는 내장센서와 에폭시 연체를 

통하여 방사된 신호를 외장형 센서를 통하여 측정할 수가 

있다. 진단방법은 UHF 외장형 센서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2

개소에서 측정된 부분방 의 신호를 취득하고 오실로스코

를 활용하여 크기와 패턴 확인이 가능하다. GIS 내부 노이

즈 측정, 주 수 분석, 부분방  주 수 측정, PRPD와 

PRPS 등으로 측정 데이타 형 분석이 가능하다.

진단 방법으로는 부분방 이 발생하는 부 의 스페이서 3

개소(Ch1, Ch2, Ch3)를 통하여 신호를 취득하 으며, 신호분

석결과 부 를 축소하여 자  신호를 검출하여 방 신호의 

도착시간차에 의한 부분방  발생 치를 추정하게 된다. 방

신호는 GIS를 따라 빛의 속도 c(3×10
10
 cm/s)로 되기 때

문에 서로 다른 센서에 신호도착 시간이 상이하게 된다. 결함

에 가까운 센서에서 신호가 도착한 후 △t 시간 후 다른 센서

에 도착을 하게 되며 가령, 센서의 간격이 “L”이라 할 때 △t

와 “L”을 측정하여 센서와 결함의 거리를 추정을 할 수가 있

다[2][7]. 

이러한 측정방법은 GIS 내부에서 부분방 이 발생할 때 

결함 치 추정의 정 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법은 외부노이즈와 부분방 신호와 구별할 

수 있으며, 외부노이즈 유입에 따른 GIS 내부에서 부분방  

발생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사용이 되고 있

다. 그림 3에서 부분방 이 발생하고 있는 부 의 부분방  

크기를 3개소(Ch1, 2, 3) 스페이서를 통하여 측정한 그림이

다.

그림 4는 오실로스코 (DPO 7354C:Tektronix)를 활용하

여 B상 치별 측정한 결과로 Ch2에서 다른 치보다 큰 

신호가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Ch1 ↔ Ch2간 부분방  

발생 치 추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부분방  신

호취득에 앞서 부분방  발생하는 부 의 스페이서와 스페

이서간 총 거리 산출이 필요하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총 거

리가 112.5[cm]일 때, 두 구간을 이용하여 부분방  신호를 

취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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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착 시간차에 의한 치 추정방법

Fig. 6 The position estimation method by time of arrival 

측정 치 : B상 GIB 

BUS

Ch1

Ch2

 CB

Ch3

#1Sh.R

Ch1 ↔ Ch2 거리 : 112.5cm

7375 DS

40cm

72.5cm

스페이서

그림 3 부분방  발생부분 신호 취득 구간

Fig. 3 Signal acquisition interval of partial discharge

측정 형 / 감쇠기 사용[20dB]
측정값[mV] 

/ +Max값

Ch1

Ch2

Ch3

Ch4

Ch1 156.0

Ch2 168.0

Ch3 24.0

Ch4

외부노이즈
60.0

그림 4 부분방  발생 부 별 신호 측정 

Fig.  4 Measurement of partial discharge signal for each 

방 신호의 도착시간차(△t)를 측정 한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5회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1.5[ns]로 측정되었으며, 부

분방  발생 치 계산결과 Ch2를 기 으로 약 32.7[cm]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오실로스코  △t 측정 형 △t[ns] 거리 산출

△t
① 1.5

l1=(112.5-(30×1.5)) / 2

  = 32.7 cm

l1=(총거리-(30×ns)) /  2

총거리:112.5[cm]

△t : 1.5ns

② 1.6

③ 1.4

④ 1.6

⑤ 1.5

측정값 △t=1.5 32.7 cm

그림 5 시간 도달차에 의한 △t값 산출

Fig. 5 The output of the value of △t by the difference to 

reach the time

지  재, TOA(Time of Arrival:도착 시간차)방법은 부

분방  발생 치 추 을 하여 가장 합한 방법 의 한가

지이다[2][4]. 부분방  발생 치의 오차를 이기 하여 그

림 5에서와 같이 5회 평균법을 사용하여 △t 산출방법을 

용하 다.

방 신호는 GIS를 따라 빛의 속도 c로  ( c = 3 × 

10
10
cm/s), 서로 다른 치의 Sensor1, 2에 신호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결함에 가까운 센서 1에서 신호가 도착한 후 

△t 시간 후 센서2에 신호가 도착 하게 된다. 센서들의 간격

을 “L”이라 하고 센서들과 결합의 거리가 “l1”  “l2”라 할 

때 식(1)이 성립된다.

   (1)

여기에서 △t는 식(2)와 같이 표 이 가능하다.

△ 

 
(2)

                                         

식(1)과 식(2)를 연립한 식(3)을 통하여 센서와 결함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3)

빛은 1 [ns](10-9 ) 동안 30[cm] 를 한다[9].

2.3.2 부분방  발생 치 검토

부분방  발생 치에 따른 GIS 정 검 결과 그림 7처

럼 GIS 내부에서 일부 SF6 가스 분해 상을 발견 할 수가 

있으며, 단로기 가동자 측에서 조작부 이완으로 인하여 불완

 으로 부분방 의 흔 이 발생 한것으로 이로 인하여 

도체 부근에서 로  결함의 부분방 신호가 발생하 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GIS 내부에서 부분방  발생 시 시간 

도달차에 의한 치 추 에 합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 

PD흔적
A상

B상

C상

마모흔적

PD흔적

단로기 내부 분해가스 단로기 가동자  조작 버축 연결핀

그림 7 GIS 내부정 검 결과

Fig. 7 Inspection result of internal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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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분방  신호검출 2

외장형 센서 이격시 측정된 형이 축소됨으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PD로 추정하 으며, GIS 부 별로 휴 용 부분방

 측정장비(PSD Tech)로 측정을 시행 하 다. 휴 용 PD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PD를 측정할 수 있는 각 부 의 스페

이서를 통해 PD크기를 측정한 결과, GIS의 CB하단①>CB 

BUS CT측②>#1,2DS Com ③>CB상단④ 스페이서 순으로

(그림 8) 발생하 다. 통형 스페이서는 가스구획용 스페이

서와 동일 재질(에폭시)로 PD측정이 가능한 재질이다. GIS

의 각 Bay별 부분방  신호측정값은 그림 8과 같다.

⑥

⑤

④

①②

⑧

⑦

③

지 T/L

CB

1차
CT

2차
CT

#1
Bus

#2
Bus

부분방  신호 측정 치
측정 
PD 
(dBm)

① CB 하단 스페이서 -20

② CB BUS CT측 통 스페이서 -22

③ #1,2DS Com부 스페이서 -24

④ CB 상단 스페이서 -31

⑤ 1DS 스페이서 -54

⑥ CB T/L측 CT 통 스페이서 -60

⑦ T/L 인출측 스페이서 -60

⑧ 2DS 스페이서 -60

  

그림 8 치별 PD 크기 측정

Fig. 8 Measurement of PD size of each location 

2.4.1 부분방  발생 치 추

부분방  신호가 큰 부분인 CB 하단과 CB 1차측 ①과 

CT측 통 스페이서 ②에서 부분방  치추정을 하기 하

여 신호펄스의 값을 측정하 다. 그림 9의 좌측 그림은 GIS 

스페이서간 거리(L)를 측정하 으며, 우측 그림은 △t를 측정

한 장면이다.

   

측정 부 PD 치 측정 

①②

지

T/L

CB

1240m
m

그림 9 CB 하단- CB 1차 CT측 통부 PD 치 측정

Fig. 9 PD position measurement of the CT side CB - CB 

lower 

아래 그림 10은 방 신호의 도착시간차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한 값으로 5회씩 총 2회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CB 하단- CB BUS CT측 통부 

형을 5회씩 2회 측정 평균값 계산결과 PD발생 추정 치는 

CB 하단부 스페이서에서 약 12.65[cm] 치에서 발생하고 있

음을 추정 할 수 있었다.

측정 형 측정시간 PD발생 추정 치(cm) 

CB 하단부 ① △t : 3.3

통 스페이서 ②

① △t 3.0

 

 L1(CB 하단 스페이서측)

 

=(L-C*△t)/2

=(124-(3*1010*3.29*10-9)/2) 

=12.57 [cm]

      (△t : ns)

② △t 3.5

③ △t 3.3

④ △t 3.3

⑤ △t 3.4

CB 하단부 ①

통 스페이서 ②

① △t 3.3

② △t 3.4

③ △t 3.3

④ △t 3.2

⑤ △t 3.3

평 균 값(ns) △t 3.29 12.65 [ cm ]

그림 10 부분방  치 추

Fig. 10 Tracking of partial discharge location

         

 - Max 압 : 1.016 [V]

 (+측 압 크기)

CB 하부측 측정 형 측정값

그림 11 CB 하단부 ①측 압크기 측정값

Fig. 11 Measurement of the voltage magnitude of the CB 

lower side ①

그림 11에서와 같이 GIS 스페이서에 설치한 ①측 UHF 

센서로부터 약 1.016[V]의 신호가 측정되었으며 GIS 내부에

서 발생한 PD로 인한 신호가 검출되었다.

2.4.2 부분방  발생 치 검토

X-Ray 진단결과 공극 발견 스페이서 분해 결과 (PD발생 부 )

그림 12 GIS X-Ray 진단결과

Fig. 12 GIS X-Ray diagnostic results 

GIS 정 진단 결과 스페이서 내부에서 그림 12와 같이 

공극에 의한 연체 결함으로 부분방  발생 치를 알 수 

있었다.

2.5 PD 발생 치 정확성 검토

PD 발생 치의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은 

값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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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D발생 치 정확도 검토      

Table 1 Result of the PD occurrence position accuracy

170kV GIS

PD발생 계산 치[cm] 실제 치[cm] 오차율[%] 정확도[%]

12.57 15 16 (2.43cm) 83

362kV GIS

PD발생 계산 치[cm] 실제 치[cm] 오차율[%] 정확도[%]

32.7 40 18(7.3cm) 82

도착시간차에 의하여 PD발생 치와 실제 부분방 이 발

생한 치의 오차율을 계산한 결과 약 18[%]미만 이었으며, 

GIS별로 170kV GIS 83[%], 362kV 82[%]의 정확도가 산출

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부분방  발생 시 치를 검출할 수 있는 진

단방안과 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살펴보았

다. 

기존의 UHF센서를 통하여 오실로스코 를 활용함으로서 

치를 추 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언 되었지만 오차를 

감소시키기 하여 PD펄스간의 시간차 산출에 있어 정 

측정 횟수 5회를 용한 평균법 △t에 의해 부분방  측정

치 정확도를 82[%]이상 근을 할 수가 있었다. 5회 이상 

시에는 거의 비슷한 수 으로 △t가 산출 되었다.

부분방  발생 시에는 측정환경에 따라서 방 신호의 도

착시간차를 이용한  진단법 TOA(Time of Arrival)의 

치 추정 방법을 용하면서 5회 평균값 △t값을 활용한다

면 PD발생 치의 오차를 축소하면서 더욱 더 정확한 치

를 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설비의 고장을 사

에 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실험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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