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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구획은 SF6 가
스와 강화 에폭시로 만들어진 스페이서를 통해 절연 성능을 유
지하고 있는데, 초기 설치 시 조립 오류로 인한 부유 물질이나
철 파편 등에 의한 절연 파괴 및 GIS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열
화에 의한 절연 파괴로 아크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GIS는 가
스로 밀폐된 타입이므로 열화 현상으로 생성되는 이물질 또는
균열에 의한 내부 절연 파괴 현상(내부 아크)을 정확히 알 수 없
을 뿐 아니라 사고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 광소자 방식을 이용하여 GIS 내부 아크
발생 시 정확한 탐지 및 위치 표정이 가능하며, GIS 내부에서
발생되는 아크를 바로 제거하고 반복적인 아크가 발생되지 않도
록 보호계전기에 의한 GIS의 재폐로 동작을 차단 할 수 있는
GIS 아크탐지 장치를 소개한다.

1. 서    론

  GIS 사고 발생 시 고장 복구 시간은 평균 16.3 분 정도 소요

되며 고장복구는 여러 절차 (Incident, Confirmation, Discussion,
Resto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것
은 Confirmation 단계로 적절한 아크탐지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조
작자가 고장 부분을 유추할 수 밖에 없어 여러 차례 복수 동작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아크 판정의 오류로 고장 시간이 길어지면 전력설비의 손상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설비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아크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 아크 발생 시 정확한 탐지 및 위

치 표정이 가능하며, GIS 내부에서 발생되는 아크를 제거하고
반복적인 아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계전기에 의한 GIS의 재
폐로 동작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 광소자 방식의 GIS 아크탐지
장치를 개발하였다.

2. 본    론

  2.1 아크탐지 방식
GIS 내부에서 아크 발생 시 빛, 열, 압력, 소리, 전류상승 등을
포함한 대량의 방사 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크를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빛, 열, 압력, 소리, 전류상승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그 중 빛의 세기는 평상시의 빛의 세기보다 수천 배 이상 크
기가 강하고 응답속도도 가장 빠르다. 물론 빛을 포함한 다른 요
소들(열, 압력, 소리 등)을 조합하여 아크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아크감지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만 비용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효과적인 아크탐지 시스템(예)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빛과 전류를
감지하는 방법이며, 그림 1에서 보여주는 예와 같이 구성된다.
GIS를 포함한 전력계통 시스템에서 사고 발생 시 전류상승 부분
은 보호계전기에서 감시하여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GIS 아크 발생 시 광센서를 이용한 빛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써 가장 빠르게 아크를 감지하고 보호계전기로 신호를 주는 역
할을 하게 된다.[1,2]

  2.2 GIS 아크탐지 장치 
본 아크탐지 장치는 GIS의 각 가스구획 마다 광 센서 모듈를 설치하
여 실시간으로 GIS 내부에서 발생되는 아크 현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GIS 내부 아크 발생 시 각 가스구획에서 빛을 감지하여 아
크를 신속하게 판정하도록 하였고, 아크 판정 후 지락 보호계전기의 동
작여부를 판정하여 보호계전기의 재폐로 동작에 의한 아크 사고의 반복
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Blocking 신호를 보호계전기에 보낼 수 있는
DO출력 모듈을 구성하였다.

  2.2.1 아크 탐지장치 구조
아크탐지 장치는 초고압 GIS용 LCP(Local Control Panel)에 설치 가

능하도록 그림 2와 같은 모습으로 개발하였으며 8개의 채널이 1개의 모
듈을 구성하여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
모듈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다른 모듈에는 영향이 없어 나머지 채널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며, 그 이상 모듈만 추후 교체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듈이 4개까지 장착 가능한 구조로 최대 32채널로 구성되어 하
나의 장치에서 가스구획 32개까지 동시에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그 이상의 가스구획으로 구성된
현장에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림 2> 아크탐지 장치 외형

그리고 각 모듈에 DI(Digital Input)와 DO(Digital Output)를 장착하
여 DI를 통해 보호계전기의 동작신호를 입력받아 사고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GIS 가스구획내 아크일 경우 보호계전기의 재폐로
동작을 막을 수 있는 DO신호를 내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뿐만 아
니라 광 센서부 및 광 케이블의 고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광 송수신 기능을 장착하였다.

  2.2.2 광 센서부
GIS 내부의 빛을 감지하는 부분은 그림 3에서와 같이 광 센서부, 광

케이블, 광 수신부로 구성된다. GIS 내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면 GIS에
장착되는 광 센서부에서 빛을 감지하고 광 케이블을 통해 아크탐지장치
의 광 수신부로 빛의 신호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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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크(빛) 감지 구성도

광 센서부의 Light pipe를 통해 GIS 내부의 빛을 광 케이블로 전달하
고 그대로 빛의 형태로 광 수신부까지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아크 발
생시 방사되는 빛의 파장은 300nm ∼ 1,500nm 이다. 따라서 아
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 영역에서 감쇄가 적은 650nm용
POF(Plastic Optical Fiber) cable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외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빛의 신호로 아크 탐지장치의 수신부까지 아
크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노이즈 성분이 많은 초고압 환경에서
정확하게 아크를 탐지할 수 있다. 광 센서부는 그림 4와 같은 외형
으로 각 가스구획 마다 한 개씩 장착된다.

<그림 4> 광 센서부 외형 및 GIS 장착 모습

또한 아크탐지장치에 광 송신부를 설계하고 광 센서부를 건전성 확인
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현장의 광 센서부 및 광 케이블의 이상 유
무를 주기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
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광 신호를 송신하고 그 신호를 다시 수신부로 받
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5> 광 센서부 이상 건전성 확인 파형

  2.3 GIS 적용 실험
개발된 아크 탐지장치는 그림 6과 같은 구성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245kV급 GIS 내부 도체에 임의로 전극을 만들어 장착하고 약 25kV ∼
30kV의 전압을 인가하여 강제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켰다. 아크탐지의 정
확성 및 아크 파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와 병렬로 구성하였
다.

<그림 6> GIS 장착 시험 구성

그림 7은 아크탐지 장치의 응답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아크탐지 후 DO(보호계전기의 재폐로 동작 차단신호)출력
발생시점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아크 발생 후 평균 약 5.6ms이
내에 재폐로 방지를 위한 DO출력을 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7> 응답시간 측정

그림 8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아크 파형이다. 아크 발생 시
보이는 빛을 아크탐지 장치로 측정하는데 이때 광 수신 소자를
이용하여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된다. 이 전기신호를 오
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측정한 파형으로써 최소 아크 시간이 약
30us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크탐지 장치에서는
아크 측정 시 높은 Sampling Rate를 적용하여 개발하였기 때문
에 30us의 아크 파형을 캡쳐하기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
다. 실제 GIS 장착하여 진행한 아크탐지 시험에서 약 50회 이상
시험하여 100% 탐지 성공하였다.

<그림 8> 아크 발생 시간 측정

그림 9는 아크 감시장치의 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HMI 화면으로 임
의의 3개의 광 센서부에서 측정된 아크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호파
형은 아크 탐지 전 100ms, 아크탐지 후 400ms가 기록되도록 하였다.

<그림 9> 아크 시험 결과 HMI

3. 결    론

GIS 내부에서 아크 사고 발생 시 생성되는 빛을 감지하는 광 수신
방식의 초고압 GIS용 아크탐지 장치를 개발하였다. 초고압 환경에서 노
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고속의 응답 특성을 갖는 구조이며 각 가
스구획마다 광 센서부를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한 장치이다.
245kV급 GIS 장착 시험을 통해 아크탐지 및 응답 속도 성능을 확인 하
였으며, 추후 다양한 종류의 GIS에 적용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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