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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고품질의 전력공급에 대한 고객 Needs가 급증하고 권리의
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1997년 변전설비 예방진단시
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지속적인 진단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설비
운영여건의 변화와 예방진단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새롭게 수립한 신뢰도와
경제성 기반의 예방진단 중장기 운영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력설비 운영여건은 변전설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설
비 고장시에는 계통파급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 중요시
설 정전고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사용에
따른 운전 취약설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한
국전력은 1997년 변전설비(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
을 시작으로 2013년 GIS 부분방전진단시스템 규격을 개정하기까지 매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예방진단기술 확대로 고장
을 예방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2000년 이후 GIS 113건, M.Tr 62
건 불량 적출), 이를 실제 고장으로 상정할 경우 약 127억원의 경제적
손실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예방진단분야에서 해
외 전력회사들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중장
기적인 예방진단 Master Plan을 수립,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본    론

  2.1 예방진단시스템 구축현황
한국전력은 345kV 이상 변전소에 종합 예방진단시스템, 154kV 이하
는 설비별 예방진단시스템을 구축토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04.3월 이
전까지 설치된 종합예방진단시스템의 설비별 감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M.Tr은 유중가스분석, 유/권선/외기 온도, 부하전류, 전압, 펌프/팬 동작
전류, OLTC 동작전류, 시간, 회수 등이 있다. GIS는 UHF 부분방전검
출, CB 누적차단전류, 시간, 회수, SF₆ 가스밀도, 피뢰기 누설전류 등이
있다.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은 765kV 변전소에 100%, 345kV는
60%, 154kV는 2% 설치되어 있다.

 <표 1> 예방진단시스템 운영기준

변전소 예방진단 방식 비고 (시스템)

765㎸
345㎸

종합(On-line) 예방진단 ▪변전설비 상태감시시스템

154㎸ 설비별(On-line) 예방진단
▪통합형 GIS 예방진단시스템
▪변압기 절연유 가스분석

 <표 2> 예방진단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시스템 명
변전소 (개소)

합계
765kV 345kV 154kV

종합
변전설비 상태감시시스템

(‘04.3이전)
3 2 0 5

GIS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04.9∼)

3 50 0 53

통합형 GIS예방진단시스템
(‘11.3)

0 1 10 11

M.Tr
변압기 절연유가스분석장치 1 6 10 17

변압기 초음파 진단장치 0 4 5 9

합 계 7 63 25 95

  2.1.1 예방진단 국내외 기술동향 및 시사점
GIS분야는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UHF 부분방전진단, 초음파 부
분방전진단, SF₆ 분해가스분석, 차단기 동작특성 진단, Hybrid 센서 적
용, X-Ray 진단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중에 있다. M.Tr분야는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절연유 가스분석, OLTC 모니터링 진단시
스템, 부싱 탭 모니터링 진단시스템, 변압기 본체 UHF 센서 부분방전
검출 기술 등이 개발 적용중에 있다. 해외 기술개발 동향을 종합해보면
첫째, 단일 진단방식에서 다중 센서 진단기술을 이용한 복합진단 방식으
로 발전, 둘째, 단순 설비 이상검출에서 종합적인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
한 진단기술 집약화, 셋째, 설비관리 최적화를 위한 자산관리기술 시스
템화 추세로 요약할 수 있다.

  2.1.2 예방진단 현 수준 분석
한국전력의 예방진단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① GIS 부분방전진단 위주의 제한적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도 미흡(GIS
9.8%, M.Tr 3.3%) ② 제작사 고유 통신방식 및 데이터 사용으로 통합
모니터링 곤란 ③ 예방진단 기술 선도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기
술개발 부족 ④ 설비 운영자료(데이터)의 자동연계 기반 미흡 ⑤ 변전설
비 진단(On/Off Line) 종합분석 체계 구축 미흡 ⑥ 예방진단 전문 조직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2.2 예방진단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그림 1> 예방진단 Master Plan 추진전략 체계도

  2.2.1 변전소 종합 예방진단시스템 구축
변전소 종합 예방진단시스템이란 M.Tr과 GIS에 부분방전, 가스변이,
절연유 가스분석 등의 다수의 센서를 취부하고 센서에서 온라인으로 취
득한 상태정보와 SCADA 시스템을 통한 운전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상
시 설비상태를 판정하고 사전에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향후 취득된 진단 Big Data를 활용하여 고장예지, 건전도 평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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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측 등 신뢰도 기반의 설비자산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변전소 종합
예방시스템은 2017년부터 1순위(765kV 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S/Y 및
연계 변전소), 2순위(대용량 발전소 S/Y 및 연계 변전소, 국가 산업단지
공급 변전소), 3순위(345kV 변전소, 지하복합변전소), 4순위(154kV 변전
소) 순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그림 2> 변전소 종합 예방진단시스템 구성도

 <표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종합)

년도 시스템 명 설치 대상 변전소

2015▪GIS 부분방전진단시스템▪대용량 발전소S/Y 및 연계변전소

2016
▪GIS 부분방전진단시스템▪국가산단 공급 등 특별관리 변전소

▪변압기 예방진단(DGA)▪15년 이상 특별관리 대상변전소

2017▪변전소종합예방진단시스템▪154kV 특별관리 변전소 - 2순위

2018 〃 ▪345kV 변전소(일반) - 3순위

2019 〃 ▪154kV 지하(복합)변전소 - 3순위

‘20∼ 〃 ▪154kV 변전소(일반) - 4순위

구 분 765kV 345㎸
154㎸

소 계
특별관리 지하복합 일반

대 상 6 99 46 47 596 794

기설치 6 83 9 2 9 109

신
설

‘17 0 0 37 0 0 37

‘18 0 16 0 0 0 16

‘19 0 0 0 45 0 45

‘20∼ 0 0 0 0 587 587

계 0 16 37 45 587 685

  2.2.2 설비정보 종합관리 및 전문분석 기반 구축
변전설비 상태분석 및 종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
단기술 전문화와 분석 신기술 발굴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해 전문분석 조
직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연도별로 광역 설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2016년∼2018년 : 원격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② 2019년∼2021년 : 고장예지센터 구축 및 운영

③ 2022년∼2025년 : 자산관리센터 확대 운영

  2.2.3 예방진단 및 설비관리기법 연구개발
종합예방진단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최적화를 위해 진단요소 기술
과 종합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표 4> 예방진단 및 시스템 통합기술 연구

단 계 연 구 개 발 내 용

단 기
(‘15 ~ ’16)

○ 변압기 예방진단 요소기술 개발
○ GIS UHF 부분방전 진단기술의 고도화
○ 분해가스 분석기술 개발
○ 변전소 종합예방진단시스템 현장적용 기술 개발

중 기
(‘17 ~ ’19)

○ 종합예방진단 시스템 및 DB 판정 적용기술 연구

장 기
(‘20 ~ ’25)

○ RCM 기반 지능형 예방진단기술 확립

 <표 5> 신뢰도 기반 자산관리기술 연구

단 계 연 구 개 발 내 용

단 기
(‘15 ~ ’16)

○ 변전소 주요설비 수명진단 모델 개발
○ 변전설비 건전도 평가 알고리즘 기술개발

중 기
(‘17 ~ ’19)

○ 설비 수명진단기술 신뢰성 향상 연구
○ 위험도 평가기술 연구

장 기
(‘20 ~ ’23)

○ 수명진단기술 표준화 및 운용기술
○ 변전설비 자산관리 기술 연구

  2.2.4 예방진단 인프라 구축
과학적 예방진단 활동 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과 변전
설비 진단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진단분야 인
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2015년∼2016년 : 사업소 예방진단팀(정규조직) 조직보강

② 2015년∼2017년 : 예방진단 전문자격 등급제 운영

③ 2015년∼2016년 : 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2016년∼2025년 : 자산관리전문가 양성 및 자산관리 평가 참석
 

3. 결    론

2014년부터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변전설비 예방진단 중장
기 운영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 롤링을 통
해 국내외 기술동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예방진단기술 분야에
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과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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