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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배전용 변압기 감시 진단 시스템 개발에 대
해 기술 한다. 특히 당사에서 제품화 중인 유입변압기와 몰드변압기 감
시장치 구성과 구내 변압기 감시 시스템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서    론

배전용 변압기는 수배전 시설에서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중요도에 비해 유지보수 인력부족, 적절한 점검 방법 미비 등으로 변압
기 고장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변압기 현재 이상 상태
파악과 수명 예측이 잘 되지 않아 종국에는 사용 중인 변압기가 폭발하
는 등의 사고가 벌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근래 들어 설치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변압기 사용자들이 위에 언급된 문제 때문에 고장감시, 수
명예측에 대한 솔루션 요구가 높아졌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제점들의
솔루션인 변압기 감시 장치와 시스템을 설명한다.

2. 본    론

  2.1 배전용 유입변압기 유중가스 감지 장치
유입변압기는 내부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발열이 일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압기 이상 징후 감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발열된 온도로 인해 절연유, 절연지 등이 분해되
어 몇몇 가스들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가스는 수
소, 메탄, 에탄, 아세틸렌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가스들은 변압기
이상 원인에 따라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수소가스는 모든 이상
원인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이상원인에 따른 검출가스 중요도

당사는 상기 내용을 이용하여 배전용 유입변압기 가스 감지장치를 제
품화하고 있는데, 이상상태 발생 시 변압기 절연유 내부에 녹아있는 수
소의 함유량을 검출하여 사용자에게 변압기 현재 상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한다. 또한 당사에서 사고유형별로 DB화된 가스분석 데이터를 바탕
으로, 검출된 수소량에 따른 다른 이상 가스 발생 정도를 예측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변압기 이상상태 판단에 도움을 주도
록 한다.

<그림 1> 가스측정 정밀도 시험

  2.2 배전용 몰드변압기 이상 감지 장치
몰드변압기는 경량화의 용이성, 난연성의 우수함 등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배전기기이다. 몰드변압기 고장의 대부분은 절연물의 절연내력
의 저하이고 이것은 부분방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
분방전 발생 시 고주파 신호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징적인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검출하여 이상 상태를 감시하도록 한다. 유입변압
기와 달리 몰드변압기 고장 판단은 명확한 판단기준, 정확한 사고 예측
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시 감시를 통한 통계적 유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DB화
하고, 주변 노이즈가 다량 발생 하더라도 이상신호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품화 중에 있다.

<그림 2> 몰드변압기 고주파 측정
  

<그림 3> 감시장치와 고주파 안테나

<그림 4> 측정된 코로나 방전 파형

변압기 감시 시스템 개발

김중표, 김정한, 이병호, 민병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Development of Transformer Monitoring System

JOONG-PYO KIM, JUNG-HAN KIM, BYEONG-HO LEE, BYOUNG-WOON MIN

HYUNDAI HEAVY INDUSTRIES

원인 수소 메탄 에탄 아세틸렌

과열 中 大 大 大

방전 大 없음 없음 大

열화 中 小 大 없음

기타 大 없음 없음 없음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591 -

또한 몰드변압기 절연성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특징은 변압기 각
부분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대부분 몰드변압기
이상 감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변압기 외부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기술된 고주파 신호 감시와 온도측정 방식을 혼용하면 고장
상태 판단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온도감시 모듈 이미지

  2.3 배전용 변압기 감시 시스템 구성
지금까지 기술된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감시 장치는 현장에 취부 되
도록 제품화 되고 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는 상주 인력이 일일이 점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추가하여 중간분석 및
감시실로 리포트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변압기 감시 장치와 데이터 수
집 장치 사이는 RS-485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수집 장
치와 감시실은 IEC61850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그림 6> 배전용 변압기 감시 시스템

감시 장치나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간이로 변압기 상태를 알려줄 수
있지만 상위 감시 시스템 누적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여 현재 변압기
상태와 수명 예측 정보를 사용자에게 리포트 하도록 한다.

<그림 7> 몰드변압기 고주파 분석 화면

<그림 8> 유입변압기 이상가스 분석 화면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제품화 중인 배전용 변압기 감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내부적으로 시험 중에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이
전 고장 데이터와 비교시험, 다수의 변전실 구내에서 다양한 데이터 취
득 및 비교 시험이 진행 중이다. 시험 완료 후 알고리즘 보강 작업을 거
쳐 제품 출시 예정이며,. 배전용 변압기 감시 장치가 필요한 사용자들에
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감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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