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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kV급 GIS에 Matrix System을 적용한 전력설비 최적화 연구

A Study on Optimization of Electric Power Facilities Applied Matrix System at 25.8kV GIS

이 양 미* ․ 남 재 우** ․ 김 철 환

(Yang-Mi Lee ․ Jae-Woo Nam ․ Chul-Hwan Kim)

Abstract - Recently, more electric power facilities have been miniaturized and it is noted that the facilities maintenance will 

be essential through operation optimization. In this paper we applied and examined the operation optimization of electric 

power facilities by applying Matrix system which can improve reliability to minimize outage and recover failure rapidly when 

blackouts happen at 25.8kV Gas Insulated Switchgear(GIS). The fundamental problem for facilities maintenance of GIS can 

happen due to indeterminable internal state in real time. Matrix optimization organizes action states in all containers which 

contain pressurized SF6 Gas such as circuit breaker, disconnector switch, bus for utilizing them each area. Then, we connect 

it with power system to monitor and control internal state remotely in real time, and we can minimize blackout zone or 

outage. Considering above process, we improved stability of overal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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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가 도시화되면서 한정된 국토에서의 전력설비는 소형

화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특히 안전과 도시 미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력계통 운용 최적화 및 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간접비용은 증가 추세이며,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전력설비 최적화 운용기술로서 전력설비의 계통

운용 및 설비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전력계통 중 고객과 직접 연결돼 있는 설비가 송배전 선로이

기 때문에 송배전 선로에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기회사는 고객과 접점에 있는 송배전 선로

의 고장 및 정전 예방,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송배전 선로 설비인 

25.8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 동작접점의 오류발생으로 정전이 발

생했을 경우에는 정전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작

업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와 복구가 필수적이다. 

e고압 송배전용 변전소에 많이 사용되는 25.8kV급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는 철재용기 내에 정격 

가스압 0.5kg/㎠ 정도의 SF6로 충진한 후 그 용기 내에 차단기, 

단로기, 계기용변압기, 접지장치, 피뢰기 및 모선 구성기기 전체

를 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GIS는 설치면적의 축소, 도체부분의 

외부 노출 부분이 없는 밀폐형 구조로 점검 및 보수 주기가 길

어져 수명이 연장된다. 또한 공장조립이 가능하여 공기단축과 증

설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GIS는 사고발생 확률이 적은 것은 사실

이지만 금속 탱크의 밀폐 구조로 가스관리 및 기밀구조가 요구되

어 관리가 쉽지 않고, 구조상 변류기의 사용 위치가 제한되어 보

호맹점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1].

2009년도 12월 기준으로 전국 715개 변전소중 GIS형 변전소

는 86.9%인 621개소이며 z 24,000Bay이다. 이러한 높은 점유율

로 인해 GIS 고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건으로 지속 발생하

고 있다[2]. 

 전력설비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GIS의 고장으로는 투입, 개

방, 개폐부 조합등 동작 불량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차단기의 

열화요인은 차단기나 그 구성품 등이 전기적, 열적, 기계적 스트

레스 및 환경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GIS의 사고에는 절연

파괴, 과열, 차단 불능 및 동작불능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력

시스템이 예상치 않게 정지하거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3,4]. 

GIS는 운전 신뢰성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크

므로 GIS 내부 고장 발생 시 정확한 고장구간 판별이 중요하다. 

변전소에서 GIS 내부고장을 상정하여 실험한 자료에 의하면 내

부 고장시 고장구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분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험 가압이 불가피하여 고장상황 파악 시간이 길어지고 Human 

Error 발생 시 정전시간을 확대 시킬 수 있다. 실제 168명을 대

상으로 GIS 내부 고장을 상정하고 복구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16분이 소요되었으며 고장 구간에 대한 판정시간의 주요 지연요

인은 시스템 부재로 나타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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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5.8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현 계통구

성 및 일체형 Gas 차단기의 동작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GIS의 내부고장을 실시간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있는 장치

와 필터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안과 고장 검출 후 고장 구간의 

정확한 신호 전송을 위해 전력설비 Matrix 매개변수 추정 및 

Matrix를 이용한 GIS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 GIS 설비운용 시

스템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도

25.8kV급 GIS는 철재용기 내에 모선, 단로기, 차단기 등 변전

설비를 넣는 밀집된 일체형 구조로 구조상 기설 압력계 저압경보 

점점은 몇 개의 회로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GIS 설비의 효율적인 설비 감시 및 고장점 판별을 위

해서는 전력공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GIS 구역내의 

붓싱 헤드가 서로 간섭받지 않으면서 구획별로 Gas 위치를 정확

하게 제어해야 한다. 이와 같이 Gas 동작구간에 위치 제어는 가

스절연 개폐장치실 내부에 Gas 유출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은 Gas 구획별로 Gas압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로 

Gas압력 변화량을 검출할 수 있다. 설비감시를 위해서는 실시간

으로 Gas압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야 된

다. 이들 설비의 Gas 압력데이터는 자체신호의 이상 및 설비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인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as

압력 및 허용전류를 산정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림 1 23kV GIS 설비 감시시스템의 개념

Fig. 1 Concept of 23kV GIS facility monitoring system

GIS에 연결되어 있는 송배전 선로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해

당 개폐기의 절연용 SF6 Gas 밀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압력 

감지용 스위치에 의하여 원방감시 센터에서 그 고장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다[5].

 
2.2 일체형 Gas차단기 동작

그림 2는 25.8㎸급 GIS의 전기적인 등가모형과 기계적인 등가

모형을 결합한 Gas 구역동작 접점 릴레이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제어반에는 차

단기 제어, 인터록 기능 등 설비운용의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SCADA 감시시스템은 현장 제어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장치설비 제어부는 20여개의 유접점 보조계전

기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환경 요인인 온도, 습도, 열화 등에 의해 

동작 특성이 저하돼 접f 불량 및 오동작 발생이 많았다.

그림 2 23kV GIS 설비 감시시스템 현행 상태 구성도 

Fig. 2 Current status configuration of 23kV GIS facility 

monitoring system

특히 설비 운영 시 Gas 구역동작 접점 릴레이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진단할 수 없어 고장 구간에 대한 구분 없이 미 동작 상

태도 동작 상태로 인식하게 되어 설비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스절연개폐장치 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지만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작업이 장시간 소

요되며 빈번한 보수 및 교체로 많은 비용이 소요돼 경제적 손실

이 매우 컸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 표시된 Gas 구역동작 접

점 릴레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절연 개폐장치설비를 

Matrix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력설비 제어를 최적화하는데 있다. 

2.3 전력설비 Matrix 매개변수 추정

SCADA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은 변전소에 있는 각종 전력설비에 대한 정보를 감시·계

측하여 전력계통 제어센터에 제공하며, 운전원의 조작명령을 받

아 전력설비를 제어하는 자동화 통신시스템으로서[6], SCADA 시

스템은 담당지역 변전소 내 전력설비의 운전데이터 및 동작상태 

등 취득되는 포인트 값을 이용하는 단순 감시, 조작 기능만을 수

행하고 있고, 부하 전류 정보를 전력설비 상태 감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경보 내용, 전력량, Gas 압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

신 받는다. 

전력설비 Matrix 매개변수는 그림 3과 같이 SCADA로부터 수

집한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전력량, Gas압력 및 실시간 허용전류

로 산정한다. 기존 데이터와 실시간 수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계산된 데이터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전

력량, Gas압력 이력정보, 경보 이력정보를 운영 관리자에게 실시

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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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S Gas압력 변화량 분포

(a) GIS Gas pressure variation distribution

(b) GIS Gas분석을 위한 부분 방전 시 잡음 분포  

(b) Noise distribution during partial discharge for GIS gas 

analysis

(c) 부분 방전시 코로나 분포

(c) Corona distribution during partial discharge.

그림 5 GIS의 차단기 동작시 Gas 압력 변화량 분포도

Fig. 5 Distribution of breaker working gas pressure change 

in GIS

그림 3 23kV GIS 설비 감시시스템 구성도 

Fig. 3 23kV GIS facility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a) 개선 이전의 전력설비 포인트 Matrix 조합한 개념도

(a) Concept of power plant point Matrix combined before 

improvement

(b) 개선 이후의 전력설비 포인트 Matrix 조합 개념도

(b) Concept of power plant point Matrix combination after 

improvement

그림 4 Gas경보를 Matrix통합으로 SCADA Point 수용

Fig. 4 SCADA Point Acceptance with Gas Matrix Integration

2.4 Matrix를 이용한 GIS 시스템 구현

현재 25.8kV급 GIS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9개 설비

를 그림 4(a)처럼 Matrix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위 그림 4(a)의 가로 종합은 A D/L, B D/L, C D/L의 3개의 

DS를 가로로 종합하여 1개의 가스구획 신호로 처리하는 것이고 

세로 종합은 D/L별로 #1DS, CB, #2 DS를 세로로 종합하여 1개

의 가스 구획 신호로 처리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표시·운영 

포인트를 3개씩 묶어 3개의 구역으로 표시하므로, A D/L과 ②

CB의 교차지점에 문제가 발생 되면 정확한 고장점 위치를 판단

하기 어렵다. 

그림 4(b)처럼 보조점검 계전기를 취부하여 가로 x 세로 조합 

포인트로 Matrix 구성 회로로 변경하면 각 포인트별 개별신호로 

감시센터에 전송할 수 있으며, 고장위치를 신속하게 판단 추정할 

수 있다.

SCADA의 설비감시는 GIS 상태를 1m 간격으로 센싱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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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atrix 네트워크 모델을 추가한 GIS 운영 시스템 개략도

Fig. 7 Schematic of GIS operating system with Matrix network model added.

그림 6 기존 전력설비 네트워크에 Matrix 시스템을 조합한 전력

설비 포인트

Fig. 6 Combining matrix system with existing power plant 

network points

스압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수집하여 파일로 저장한다. 

1m간격의 데이터를 센싱하기 위하여 GIS설비와 원격소 장치

(RTU : Remote Terminal Unit) 단자 사이에 4코어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그중 현재는 3개의 포인트가 1개로 종합된 신호

로 전송되므로 1코어만 사용하고 있지만 Matrix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코어의 케이블을 활용하여 

개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Matrix 설비감시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무접점 릴레

이와 유접점 릴레이의 장점을 활용한 Matrix 시스템으로 개폐서

지, 노이즈, 온 ․ 습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의 가

스절연 개폐장치의 현장 제어반 기능을 Logic화해서 25.8kV급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모든 Bay에 적용하도록 통합형 키트를 개

별 분리하여 커넥터 Lock 방식의 구조를 접목시켜 접f 불량에 

대한 고장을 해소시킬 수 있다. 셋째 상시감시 기능을 구현해 고

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내부 

Logic수정 및 업로드가 가능해 회로 변경이 쉬워 설비운용을 최

적화할 수 있다. 

그림 5는 압력센서 순간감지여부 시험으로 가스절연 개폐장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계전기 동작 0.02sec와 차

단기 트립 0.03sec의 0.05sec 동안의 개폐 동작으로 고장발생부

터 고장제거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순간적인 압력 변화를 측정하

는 압력센서는 모선 단로기 Gas 주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SCADA Gas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픽 페이지에 0.03sec 

단위로 가스의 압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차단기 동작시의 Gas 압력 변화량을 살펴보면 부분 방전 시 

잡음 분포는 5.8~6.2×10-3(kgf/㎠), 코로나 분포는 1~1.12×10-3 

(kgf/㎠)로 나타난다. 고장 유형에 따른 압력센서에 감지되는 잡

음 및 코로나 분포 등을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고장 판별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은 기존 전력설비 네트워크에 Matrix 시스템을 조합한 

전력설비 포인트 구조로서 송배전 선로에 연결되어 있는 개폐장

치 구성 중 Bus/CHD, CB, DS 설비의 SF6 Gas 압력값이 상승되

면 전력설비 감시시스템에 그 상태를 1차, 2차, Trip 단계로 표

시할 수 있다. 

송배전용 변전소 네트워크 설비감시에서는 Gas 압력값의 변화

량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경보로 송출하고 있다. Matrix 시스템

에서는 경보가 발생하면 구획별 Gas 압력과 설비별 순간적인 압

력 상승값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SCADA 포인트 구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고장개소 조기 진단 장치에 적용되고 있는 가스절연 개폐장치

의 전력설비 포인트에 Matrix의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장개소 확인 곤란으로 인한 복구지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Matrix 설비 최적화는 GIS 내부 고장개소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고장 상황 파악시간이 감소되고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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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S 전류 압력 변화량(1칸 15일주기)

(a) GIS current pressure variation (1 space 15 days cycle)

(b) GIS PT전압 압력 변화량(1칸 15일주기) 

(b) GIS PT Voltage pressure variation (1 space 15 days cycle)

그림 8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전류, 전압, 압력 변화량

Fig. 8 Current, voltage and pressure variation of Gas Insulated

Switchgear.

Error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정전시간을 단축하면서 설비 운용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림 7은 Matrix 네트워크 모델을 추가한 GIS 운영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감시센터에서 송배전 선로 고장 발생지점을 편리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Gas구획도를 시각화하여 그래픽 페이지에 

추가한 경보연계 시스템이다.

설비최적화 계통운영 방법은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설비 

Matrix 시스템을 SCADA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으로, 설비 

Matrix 판별에 필요한 포인트 데이터를 SCADA로부터 취득하여 

자동판별 시스템의 RDBMS(Real-time Data Base Management 

System)와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게 하였다[7]. SCADA 설비 운

용중인 포인트 데이터와 동일한 포인트 데이터로 설비 Matrix시

스템을 변전소에 구축하여 전력계통 제어센터와 연동하면서 독립

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RDBMS 최적화 시스템을 구

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비 Matrix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가

스절연 개폐장치인 단로기, 차단기의 Gas압력치를 연동정보 및 

Rule Base에 따라 계통정보와 연계하여 루프를 e기화, 사령원의 

제어조작 지령이 내려지면 그 정보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실제 

조작여부는 사령원이 계통정보와 루프를 피드백 받아서 판단할 

수 있다. 송배전용 변전소의 송전선로 차단기, 단로기 DB가 편집 

저장되거나 차단기 상태의 압력이 변경되면, 그 정보가 시스템에 

전송되고, 계통인식 프로세서가 가스절연 개폐장치 압력값을 연

결정보 DB화하여 선택 포인트 제어시 계통의 설비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7]. 

그림 8은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전류, 전압, 압력 변화량을 5개

월간 실측한 데이터로 8(a)는 가스절연 개폐장치 전류 압력 변화

량, 그림 8(b)는 PT 전압 압력 변화량을 분석한 것이다. Matrix 

최적화는 차단기, 단로기, 모선, PT 등 압력이 있는 모든 용기내

부의 동작 상태를 구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취득한 데

이터를 운영관리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상여부는 기준 데이터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

로 SF6의 압력변화가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기준 값 이하로 변동

되면 기존의 가스절연 개폐장치 고장 이력정보 DATA를 활용하

여 운영자가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상태를 판단하고 가스절연 개

폐장치의 부분방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추후 데이터를 

축적하여 설비 경보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내부 상태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내부 고장시 고장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Matrix 시스템을 GIS에 적용함으로

써 GIS 고장 포인트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며, 복구 및 

Human Error를 줄일 수 있는 전력설비의 최적화 방안이다. 현재 

SCADA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부하 전류 정보, 경보 내용, 전력량 

및 Gas압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력설비 상태 감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감시시스템에서는 취득한 데이터로 실시간 허용전

류를 산정하고 계산된 데이터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전력량, Gas 

압력치, 경보 이력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서 운영관

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력설비 Matrix 최

적화는 차단기, 단로기, 모선, PT 등 압력이 있는 모든 용기내부

의 동작 상태를 구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경보 이력정보를 

관리하는데 있다.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현장에서 취득한 송배

전 설비의 설비상태 신호를 그래픽 개체정보로 실시간으로 주장

치에 제공하게 된다. 

송배전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

통고장이 발생하면 계통상태 변화 즉 고장 발생여부, 고장구간, 

정전지역 등을 정확히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설비의 고장구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자동화 개폐기를 감시

센터에서 원격으로 감시 제어해 정전구간을 축소하거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용 최적화가 가능해져 전체적인 설비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GIS에 적용되고 있는 SF6 Gas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물질로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절연매질인 건조공기(Dry Air), N2 가스의 

적용 연구 및 시험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체절연개폐장치

(SIS, Solid Insulated Switchgear)는 계통에 적용되고 있다. 친환

경 절연매질이 적용되면 매질의 특성에 맞는 고장검출 방안을 마

련하여 Matrix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atrix 시스템은 현장관리자의 Human 

Error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계통 파악과 제

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을 확인한 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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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까지 기존보다 정전복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송배전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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