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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methodology of a 
distribution transformer with condition monitoring sensors and its 
data processing unit. The proposed distribution transformer includes 
various type of condition monitoring sensors such as load current/ 
voltage, temperature and heat aging of insulating oil. The data 
processing unit is installed at the distribution transformer site. It 
integrates sensed data and transmits these to a central server 
system. The proposed distribution transformer and its data processing 
unit will help an on-line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distribution 
transformers.

1. 서    론

  배 용 변압기의 고장은 수용가의 정 으로 직결되어 커다란 경제  
손실을 래할 수 있으며, 변압기 폭발 등 각종 안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하기 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압기의 기 
고장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고장 징후를 사 에 악하여 해당 변압기
를 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배 용 변압기에 한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수 이다[1]～[3].
  국내 배 용 변압기의 방진단 방법은 오 라인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상에서 주  변압기의 외 을 검사하는 방식, 승주 는 
활선 작업차량으로 변압기에 근한 후 계측기를 이용하여 부하 류, 
설 류를 측정하고 각종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 열화상 카
메라, 고주  진단장치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변압기의 건 성을 측정하
는 방식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변압기 부하를 온라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국 으로 운용되고 있다[1]. 이는 배 용 변압기
의 부하를 실시간 계측하여 한  인트라넷을 통해 각 지사  지  담
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변압기 과부하  부하 불평형을 해소하
여 력품질을 높이고 변압기 소손  정  등을 사 에 방할 수 있
다는 등의 장 을 가진다. 반면, 변압기 자체에 한 상태감시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변압기의 부하를 측정하기 해 2차측 인하선에 별도의 
감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단 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배  변압기 온라인 감시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변압기 내부에 류/ 압센서, 연유 온도센서, 연유 열화
감지 센서를 내장한 새로운 형태의 변압기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한, 상태감시용 센서를 내장한 변압기에 부착하여 측정 데이터를 
취합하고 원격지의 리서버로 송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장치와 체 
변압기 상태감시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변압기 상태감시 및 진단방법
  변압기에서 고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내부 연물과 연유의 
열화 상으로, 이들의 과부하 열화, 열  열화, 외부단락에 의한 손상, 
부분방  열화 등이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의 사고통계에 
따르면 변압기의 고장원인은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4], 변압
기의 방진단 방법들도 변압기의 열화 상을 직간 으로 검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변압기 방진단 방법은 유 가스진단, 부분방 진
단, 온도진단, 연유진단, 변압기 진동진단, 유 정  진단, 팬  펌  
등 부속설비의 동작진단 등이 있다[3],[4]. 이 에서 변압기/GIS(gas 
insulated switchgear) 부분방  진단시스템이나 연유에 용해되어 있
는 유 가스의 성분을 추출/분석하여 변압기의 건 성을 단하는 유
가스 진단시스템은 용량 변 소용 변압기에 상용화되어 용되고 있
다. 그러나, 용량 변압기의 상태감시  진단방법을 소용량의 배
용 변압기에 곧바로 용하기에는 진단시스템의 크기나 가격 인 면에
서 어려움이 따르며, 직  용이 가능한 방법은 연유 온도진단과 

연유 열화측정 등에 국한된다. 

<그림 1> 변압기의 고장원인
<Fig. 1> Failure sources in transformers

  재까지의 배 변압기 감시진단 방법은 선로 순시원이 육안 는 계
측장비를 활용하여 배 변압기의 건 성을 단하는 오 라인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변압기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은 이러한 오 라인 방
식에서 탈피하여, 변압기의 부하를 실시간으로 계측한 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1], 배 용 변압기 2차측 류  압
을 CT/PT(current transformer/potential transformer) 감지부를 통해 측
정하여 변압기의 과부하  정  등을 별하고 해당 정보를 웹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는 감
지부로는 변압기 내부의 상태- 연유 온도, 연유 열화상태 등-를 측
정할 수 없다. 이를 해서는 기존 배 용 변압기에 상기 내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한 새로운 형태의 변압기  이와 인터페이
스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2.2 센서 내장형 변압기 및 데이터 처리장치 개발
  센서 내장형 변압기는 기존 변압기에 부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변압기 자체 기능, 성능, 
외형, 치수 등은 표  변압기 규격에 해야 하며, 변압기 고유의 기능
과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센서를 내장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센서 내장형 변압기를 개발하기 
해서는 변압기 내부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센서의 개
발과, 해당 센서를 변압기에 내장하여 일체화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에 내장할 센서의 종류로 류센서, 압센서, 
연유 온도센서  연유 열화감지센서 등 총 4종을 제안한다. 먼 , 
류  압센서는 변압기의 부하를 측정하기 한 센서로써, 기존 변
압기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외장형 감지부를 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변압기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데이터 처
리장치의 설치  유지보수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연유 온도센서
는 연유의 유온을 측정하는 센서로써, 연유 과열에 따른 변압기 성
능 하, 연 괴, 유, 변압기 폭발 등을 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연유 열화감지센서는 연유의 열화정도를 기화학  방법-탄소나노
튜 의 이온흡착 특성을 이용한 기 도도 측정-을 통해 계측할 수 있
는 센서로써,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연유의 정상  이상을 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재 연유의 온도측정 결과가 60
[℃]이고 연유 열화감지센서의 출력값이 0.9[V]라면, 해당 변압기의 
연유는 교환이 필요한 임계상태에 도달했음을 곧바로 단할 수 있다.
  상기 4종의 센서를 포함한 센서 내장형 변압기의 구조는 그림 3과 같
다. 내장 센서에서 측정한 신호는 변압기 표면의 속부를 통해 데이터 
처리장치와 인터페이스 된다. 속부는 변압기 내부의 기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며, 압측정값, 류측정값, 온도측정값,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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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측정값을 제공하는 단자를 포함하고, 별도로 데이터 처리장치의 동
작에 필요한 AC 원단자, 내부 센서의 구동에 필요한 DC 원단자 등
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아울러, 변압기 진동측정을 한 진동센서 등 추
가 인 센서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반 할 수 있도록 부가 인 출력단자
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절연유 열화감지센서의 특성
<Fig. 2> Characteristic of heat aging sensor for 

insulating oil

  

  상태감시용 센서를 내장한 변압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 용 
변압기에 한 상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지로 송하는 통신기능을 갖춘 데이터 처리장치의 개발, 
각 데이터 처리장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측정 데이터를 통합하
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 시스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림 
3의 우측은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센서 내장형 변압
기에서 측정된 각각의 센서 출력은 속부 인터페이스 단자를 통해 데
이터 처리장치와 연결된다. 데이터 처리장치는 변압기 내부 센서에서 측
정한 값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며,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 변압
기의 과/ 압, 과 류, 과부하, 정 , 외기온도 보상을 용한 연유 
온도, 연유 열화정도 등 각종 상태를 계산한다. 최종 결과는 데이터 
처리장치 내의 메모리에 장되며, 통신용 모뎀을 통해 주기 으로 상
시스템에 송된다. 아울러, 상기 계산 결과가 이상이라 단되었을 경
우에는 즉시 상 시스템에 통보하여, 설비 리자 는 지사/지  배 운
실 계자가 즉각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센서 내장형 배전 변압기 및 데이터 처리장치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distribution transformer with 

built-in sensors and data processing unit

  2.3 통신방식 및 상위시스템 구축
  데이터 처리장치의 통신으로는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을 사용할 수 있
다. 유선방식으로는 PLC, 무선방식으로는 RF, Zigbee, CDMA 등이 사
용될 수 있으며, 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방식, 소모 력, 도달거리, 
역폭, 가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 의 통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상 변 주의 경우, 각 상에 데이터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주 하단의 DCU(data concentration unit, 데이터 수집장치) 는 특정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취합하는 구조를 갖도록 한다[3]. DCU는 원격검침 
리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장치로써 변 주 하단에 기 

설치되어 있으며,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DCU를 통해 
상 시스템으로 연계하거나 는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직  상 시스템

으로 연계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직  상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터 처리장치와 DCU를 연계하기 한 별
도의 계장치가 필요하다. DCU 인터페이스 보드는 데이터 처리장치에
서 송하는 데이터를 취합한 후, DCU 메인보드  HFC(hybrid fiber 
coaxial), TRS, 배 자동화 망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상 시스템에 
송하는 계역할을 수행한다.
  각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송하는 데이터는 HFC 망( 는 다른 네트
워크 통신망)을 거쳐 FEP/Web 서버에 도달하며, 최종 리자는 인트라
넷을 통해 서버에 속한 후,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배 용 변압기의 종합 인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수집
장치로부터 상 시스템에 송되는 데이터는 류, 압, 부하율 등의 
부하정보, 연유 온도  연유 열화정도 등의 변압기 상태정보가 모
두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배 용 변압기의 종합 인 동작 상태를 진
단하고 변압기 교체주기에 한 기  정보를 생성토록 한다. 체 시스
템의 구축안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배전용 변압기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an on-line monitoring system 

for distribution transformers

3. 결    론

  재, 배 용 변압기의 온라인 감시시스템인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국 으로 운용 에 있다. 이는 변압기 2차측 류  
압을 측정하여 과부하, 정  상태 등을 별하고 해당 정보를 리자에
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변압기 과부하  부하 불평형을 해소하여 
력품질을 높이고 정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변압기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은 변압
기 부하감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변압기 자체 인 감시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 한, 설치 과정에서 변압기 인하선에 
감지부를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유지보수의 어려움, 주 미
해 등의 문제 을 수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 용 변압기의 종합 인 상태감시를 한 센서 내장
형 변압기, 데이터 처리장치, 온라인 감시진단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
하 다. 이를 해, 내장 센서의 종류를 선정하고 센서 내장형 변압기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조를 제시하 으며, 센서 내장형 변압기와 데이

터 처리장치간 인터페이스, 상 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
스템은 기존 온라인 감시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변압기 내부의 상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장치의 설치  유지보수를 용
이하게 하는 장 을 지닌다. 한, 배 용 변압기에 한 종합 인 감시
진단 시스템 개발에 용할 경우, 력품질의 제고  각종 변압기 안
사고 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참 고 문 헌]

[1] 정 홍 외, “배 용 변압기의 무선 부하감시 시스템 개발”, 한 기
학회 하계학술 회 논문집, pp. 414-415, 2008.

[2] Joonhong Jung et. al, "Development of Power Equipments CMD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 System using the Tele- 
metrics Technique", International Council on Large Electric 
Systems(CIGRE) 2008, D2-210, 2008.

[3] 정 홍 외, “센서 내장형 변압기 개발  감시진단시스템 구축 방
안”, 한 기학회 력계통연구회 춘계학술 회 논문집, pp. 11-14, 
2009.

[4] 조한구, “옥외용 몰드 주상변압기의 용기술”, 기의 세계, 제 51
권, 제 4호, pp. 39-43,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