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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urban railway transit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ransportation systems, its power 

facilities must ensure high reliability and safety. Currently, urban railway operating 

organizations perform TBM (Time Based Maintenance) on power facilities.  However. in order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nd system safety,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is 

preferred.  Among various power facilities, mold transformers has been chosen as the object 

of study since it is widely used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volume and weight, and due to 

safety against fire. 

  In this paper, various transformer failure cases due to electric, thermal, mechan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vestigat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 based maintenance ca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nsors widely 

used for transformer monitoring has been performed to suggest the optimal condition based 

maintenance technique for urban railway systems.  

-------------------------------------------------------------------------------------

1. 서  론

  도시철도는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중교통의 수요에 의해 서울지하철 1호선 착공을 시작으로 

서울, 지방 대도시에 건설, 운용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동력은 전기에너

지로 건설 초기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열차에 직류 1500V를 급전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후, 지방의 

모든 도시에 직류 1500V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전력공급은 한전(KEPCO)으로부터 3상 22.9kV 또는 154kV를 수전 받아 사용한다. 이 교류

전력을 도시철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거장내 변전소를 건설, 여러 전력설비를 거쳐 직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일부 구간은 건설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전력설비의 내구

연한이 도래하고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갑작스런 전력설비의 고장발생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

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력설비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유지보수(TBM, Time Based 

Maintenance)를 하고 있다. 도심의 중요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의 전력설비에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전력설비 중 화재에 대해 안전하고 소형이며 경량 등의 이유로 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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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드변압기를 대상으로 상태감시를 위한 사례를 조사연구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철도에서 사

용하는 변압기들의 사양을 제시 하였고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변압기의 고

장사례 및 유지보수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외의 상태진단기법과 변압기 진단에 널리 

이용되는 센서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도시철도 몰드변압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진단 기법을 제안하였다.

2. 본  론

2.1 도시철도의 몰드 변압기

  도시철도 전력설비에 사용하는 변압기로는 용도에 따라 고압배전용 변압기, 소내용 변압기, 정류기용 

변압기가 있다. 이 전력기기는 15~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전력설비로서 고도의 신뢰도 및 내구성이 

요구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사양은 표1과 같다.

표1.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몰드변압기[4]

종류
구분

고배용 변압기 소내용 변압기 정류기용 변압기

Tr형식 MOLD MOLD MOLD

절연계급 옥내용B종 옥내용B종 옥내용B종

정격용량
1,500~
4,500KVA

100KVA 3,390KVA

1차정격전압 22.9KV 6.6KV 22.9KV

2차정격전압 6,600V 380V 590V

결선방식 △-△ △-Y △-△-Y

정격주파수 60Hz 60Hz 60Hz

냉각방식 자냉식 자냉식 자냉식

효율 98%이상 98%이상 -

권선온도 80℃ 이하 80℃ 이하 -

  도시철도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교통이 혼잡한 대도시에서 운행되어 열차 및 전력설비의 건설 장소

는 주로 지하이다. 도시철도에서 몰드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치 환경 특성상 발화 가능성이 적고, 

기계적 강도가 크며, 진공상태에서 주형 몰딩함으로 흡습에 의한 절연 열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코일의 이완이 발생하지 않아 보수 및 점검이 간단, 정상적인 제품인 경우 부분방전 개시 전압이 높

아 초기 운전상태에서 부분방전에 의한 변압기의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몰드변압기의 열화

  몰드변압기의 열화 메커니즘은 일반 전력설비와 같이 열적,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다. 

열적 열화는 부하전류의 증가가 기기의 온도상승으로 이어져 절연재료인 에폭시 소재가 변하여 절연성



능의 저하로 발생되는 열화이다. 전기적 열화는 기기에 운전전압을 가할 때 전도전류에 의해 줄 열이 

발생, 이때 이온들이 전도되어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 진행되는 열화이다. 기계적 열화는 기기의 운전

시 진동 등의 기계적 응력 또는 도체부와 절연부의 팽창계수 차이로 발생되는 열화로 절연층의 박리, 

균열, 마모 등의 손상으로 나타난다. 환경적 열화는 기기의 설치환경에 따라 화학약품, 분진 오손, 습

기 등에 의해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의 저하로 일어나는 열화이다. 그림1은 국외 도시철도에 사용한 몰

드변압기 사고현황으로 절연열화, 소손, 단락, 지락 등 권선 소손이 전체 고장의 65.4%로 가장 큰 열화

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한 몰드변압기와 유입변압기의 연도별 사고현

황으로 해마다 평균 150건 이상의 빈번한 고장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그림3은 몰드변압기의 표면에 

열화가 발생한 사진이다.

그림1. 몰드변압기의 고장원인(S/B Subway Station)    그림2. 변압기 고장 발생건수(전기안전공사)

그림3. 열화된 몰드변압기의 외형[3]

2.3 도시철도 몰드변압기의 보수

  몰드변압기는 일부 절연 및 냉각을 공기에 의존하는 옥내기기 이므로 충분한 통풍이나 환기를 통해 

공기 온도를 규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보통 기기를 유지보

수 하기 위해 순시보수와 점검보수를 실시한다. 순시보수는 기기를 운전 상태에서 검사 및 보수를 하는 

것으로 주로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등)에 의해 행해지고 설비의 외관과 계기표시의 이상을 체

크하여 기기의 급속한 열화 유무를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검사한다. 점검보수는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구, 기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기기를 검사하는 것으로 성능시

험, 구성부품의 이상유무 파악, 열화경향 파악, 불량부품 교체를 실시하여 검사한다. 표2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전기시설물 점검 및 검사규정 중 몰드변압기의 검사항목이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

에서는 외관이상 유무, 온도측정, 단자조임 등의 기본적인 점검만 이뤄지고 기기의 열화정도나 노화 등

이 파악되지 않아 상태감시를 통한 더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표2. 몰드변압기의 점검 및 검사 규정(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 비 명 검 사 항 목
검사주기

비고
일상 3월 6월 1년 3년

몰드변압기

1) 외부일반

가) 주회로 단자조임 양부

나) 몰드의 외관이상 유무

다) 몰드(권선포함) 및 스페이서의 절연변색 유무

라) 탭(볼트) 기능 이상 유무

마) 이상음 및 냄새 발생 유무

바) 절연애자의 균열 오손 유무

○

○ ○

○

○

○

○

2) 보호장치

가) 온도측정

나)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

3) 기타

가) 절연저항 측정 ○

2.4 몰드변압기의 진단기술

  몰드변압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절연저항 측정방법, 내전압 시험방법, 초음파 측정방법, 부

분방전 측정방법 등이 있다. 표3은 1970년대부터 변압기를 포함한 변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상태에

서 각종 이상검출 진단방법을 연구해온 일본에서 검토된 몰드변압기의 상태감시 방법이다.

표.3 몰드변압기의 진단방법[3]

진단법 진단대상 특성치 비  고

절연저항측정 오손, 흡습
- 절연저항

- 성극지수
표면 열화와의 분리가 

필요.

(가드 전극 등 이용)tanδ 열열화, 오손, 흡습
- tanδ

- 정전용량

부분방전측정 보이드 트리(기포, 크랙 등)
- 코로나 개시 및 소멸전압

- 방전발생빈도
잡음의 억제가 중요

내전압시험 절연내력 - 절연파괴의 유무
절연에 손상을 주는 경

우가 있는 것에 주의

육안검사
각종 열화에 의한 표면 이상

(크랙, 변색 등)

- 크랙의 유무

- 색, 소리, 냄새

표면에 나타난 이상으로

부터 추정

X선 검사
매입물의 위치 이상

보이드, 이물 등
- X선

보이드의 검출감도는 낮

지만, 위치표정이 가능
초음파측정 부분방전, 절연두께 등 - 초음파



2.5 국내외 몰드변압기 진단에 적용 가능한 센서

  몰드변압기는 기기의 주요 부분이 고체 절연물로 되어 있어 높은 초기 절연성능을 지니나 절연물 내

부 상태의 육안점검 또는 상태분석이 기기의 구조상 어려워 유입변압기에 비해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는 커플링 센서와 AE(Acoustic Emission) 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전에 의한 

신호를 검출할 수 방법을 개발하였고, 표4는 국내외의 몰드변압기의 상태진단을 위한 감시대상과 적용

가능센서의 현황을 나타낸다.

표4. 몰드변압기 진단항목 및 적용센서[3]

감시대상 적용가능 센서

온  도 Optical Fiber, 온도센서

부분방전 로고우스키 코일, 초음파센서, 커플링센서

누설전류 CT(SCADA)

응  력 지침센서

이  음 음향센서

냄  새 가스센서

습  도 습도센서

외  관 이미지센서

2.6 도시철도 몰드변압기에 적합한 진단방법

  몰드변압기는 현재 온도센서를 외부에 부착하여 부하상태에 따른 권선의 온도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권선 외부 온도분포 상태 및 권선 부분의 탭 조임, 상결선 조임, 볼트의 풀

림에 의한 온도 증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선의 국부적인 열화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실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선 내부의 문제는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몰드변압기가 운전 상태일 때 

상시감시 및 진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향후 몰드변압기의 상태감시진단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 

및 장애 데이터, 운전상태의 정량적인 상태 및 이력 데이터를 축적하여 정확한 이상상태의 규명이 필요

하다. 진단방법으로는 절연저항측정, 유전정접, 부분방전, 내전압, 육안점검 등의 여러 진단방법 중 커

플링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이용, 부분방전을 측정하여 노이즈 문제나 검출감도의 문제를 상호 보완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기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방

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전력설비 중 화재에 대해 안전하고 소형, 경량 등의 이유로 주로 이용되는 

몰드변압기를 대상으로 상태감시를 위한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철도 전력설비에 적합한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도시철도 몰드변압기의 상태진단방법으로는 커플링센서와 초음파센서를 동시에 적용, 

부분방전을 측정하여 노이즈, 검출감도의 문제를 상호 보완 하는 실질적 모니터링이 적합하다. 현재 전



력회사의 변전소가 무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력설비 자체의 온라인 상시감시 및 자기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도시철도 전력설비의 진단시스템은 본 논문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시간개념과 접속부 등 외관상의 결함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진단설비의 경우 각 설비별로 개별적으

로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전력설비도 상태감시를 통한 종합적으로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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