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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evelopment of overload management systems for distribution transformers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distribution systems. It allows network planners to optimize the system resource utilization 

and investment cost. Such an improvement in the flexibility of the distribution network is only possible if the operator 

has more accurate knowledge of the realtime conditions of distribution transformer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overload decision system for distribution transformers using realtime monitoring data. Our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parts: (a) improvement i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overload conditions of distribution transformers 

and (b) development of an overload evaluation system using realtime monitoring data. In order to determine the overload 

criteria, overload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sample transformers;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are us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er overload and the increase in the top-oil temperature.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experimental results, field tests are performed using specially manufactured transformers, the loads and top-oil 

temperatures of which can be measured. For arriving at online overload decisions, we propose methods whereby the 

measured load curve can be converted into an overload characteristic curve and the overload time can be calculated for 

any load condition. The developed system is able to evaluate the overload for individual distribution transformers and 

calculate the losses using realtime monitor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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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 용 변압기는 수용가에 직  력을 공 하는 력회

사의 가장 말단 설비이며 배 용 변압기에 의한 력공 의 

단은 수용가의 력품질과 력회사의 신뢰도의 심각한 

하를 래한다. 배 용 변압기의 고장 원인은 다양하나 

과부하에 의한 소손의 경우 유분출  폭발 등으로 인명사

고  수용가의 력회사에 한 심각한 신뢰도 하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 용 변압기에 한 감시  과

부하 소손 방지를 한 효과 인 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재 국내 배 용 변압기는 약 190만 에 이르며 매년 7

만  이상이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배 용 변압기 과부하 소손 방지 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변압기 과부하 정을 한 기 을 설정

하는 것이다. 동경 력을 비롯한 부분의 일본 력회사들

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력의 경우 변압기 용량을 두 가

지로 구분하고 각 용량 역에 한 과부하 기 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경 력의 경우 주  온도에 따른 차등 인 

과부하 기 을 설정하 다 [1]. 라질 상 울로(Sao-Poulo) 

력의 경우 정격용량에 한 과부하율의 기  값을 설정하

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과부하 율의 계산은 상 함수 

형태의 계산식을 이용한 부하 측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2,3]. 둘째, 변압기에 상되는 최 부하를 각종 수식을 이

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최  부하의 추정을 한 많은 알

고리즘들[4-6]이 발표 되었으나 주상 변압기 단 의 최 부

하의 추정을 한 방법으로는 사용 력량이나 계약 력 등

을 이용한 상 함수(regression equation)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7]. 이상의 여러 방법들은 실험  통계 인 기

법에 의한 간 인 방식이며 체 인 에서의 배 용 

변압기 리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개별 변압기에 한 리 

측면에서는 오차가 많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력회사에

서 이러한 간 인 과부하 리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

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었으나 최근 IT 환경의 속한 발

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개별 배 용 변압

기의 실시간 부하 계측이 가능해 졌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리 시스템  AMI(advanced measuring 

infrastructure) 시스템 등에서는 이를 이용한 수용가  배

용 변압기 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배 용 변압기는 력용 변압기와 달리 정격용량

의 100%가 넘는 단시간 과부하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 으

로 배 용 유입변압기는 명 에 표시된 정격 용량으로 24시

간 연속 운 하 을 때 변압기가 연물의 허용온도를 넘지 

않으면 된다. 단시간 과부하에서는 과부하 크기와 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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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허용온도를 넘느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부하 데이터를 계측한다고 해서 배 용 변압기의 과부하 여

부를 정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배 용 변압기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부하 상태를 정하고 손실량을 산정

하는 시스템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국

내 배 용 변압기 과부하 리 방안을 요약하 다. 3장에서

는 실험을 통한 국내 배 용변압기 용량별 과부하 정기  

 과부하율-지속시간-변압기 온도상승간의 계식의 산정

에 해 다루었다. 4장에서는 배 용 변압기 직 부하감시

시스템으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 부하곡선을 

과부하 정을 한 특성 곡선으로 변환하여 변압기의 과부

하 여부를 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상변압기의 

부하율, 철손  동손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변압기  수명

기간동안 발생되는 손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종합운 비용(TOC)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제안한 기능들을 탑재한 배 용 변압기 부하 리 시스템

을 요약하 다.

2. 행 과부하 정 방법의 문제   해결방안

국내 배 용 변압기는 주상 변압기와 지상 설치형 변압기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하 리 방법에 의해 리되

고 있다. 배 용 변압기 부하 리의 목 은 각 변압기의 

심 월의 최 부하(kW)를 측하여 해당변압기의 용량과 과

부하 기 을 과하면 부하 이설, 용량 증설  기타 유지보

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재 국내 

배 용 변압기의 과부하 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

다.

1) 변압기 이용률(과부하율%)의 추정: 국내 과부하 정

기 의 유일한 정요소는 변압기 이용률이다. 변압기 이용

률이란 바꿔 말해 변압기의 심 월의 과부하 율(과부하 정

도%)을 의미하며 국내의 경우 산시스템에 의해 계산된다.

2) 변압기 과부하 여부 정: 1)에서 계산된 이용률을 표 

1의 기 에 용하여 해당 변압기의 과부하 여부를 정한

다. 표 1의 과부하 기 은 130%를 심으로 결선방식  

압별로 100～130%를 차등 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  설정

은 ANSI/IEEE C57.91-1981 규격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해

외의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8]. 국내 과부하 정

기 이 압  결선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상 부하에 의

한 불평형을 고려한 여유도 때문이다.

표   1  행 배 용 변압기 과부하 기

Table 1 Current criteria of distribution transformer overload

결선 방식 과부하 기 %

1φ 2ψ 220V 130

1φ 3ψ 220/110V 110

3φ 3ψ 200V(△) 130

3φ 4ψ 220/110V 공용: 110, 용: 130

3φ 4ψ 220/380V 공용: 130(이용량), 용: 100

3φ 4ψ 220/380V 110(동일용량)

재 국내 과부하 정기 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

제 들이 존재한다. 

1) 과부하 정 요소 문제: 재는 유일한 정 요소로 

이용률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용률(과부하 크기)이 동일하

다 할지라도 그 지속시간이나 직  부하의 크기 등에 의해 

실제 변압기의 향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 과부하 기 의 근거 미약: IEEE C57.91(1981) 규격의 

실험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의 과부하 특성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동․하계 동일한 과부하 기 의 용: 국내의 경우 하

계와 동계의 극단 인 주변온도 차이가 고려된 과부하 기

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

의 과부하 상태의 정의를 해당 변압기 연물의 온도가 기

 온도를 과한 경우로 하 다. 배 용 변압기의 정격부

하 상태의 변압기 최상부 유온 상승 값이 50도이므로, 어떤 

변압기의 최상부 유온 상승 값이 50도를 과하는 부하 상

태를 해당 변압기가 과부하 상태라고 정한다. 이것은 A종 

연물의 온도상승 제한치가 105도이며, 여기서, 최악의 주

온도를 약 40도로 가정하고, 정격부하에서의 최상부 유온

과 권선 평균온도와의 편차를 약 10도, 정격부하에서의 권선 

평균온도와 최고온 온도와의 편차를 약 5도로 가정하여 결

정된 것이다 [9].

변압기의 과부하 여부는 변압기에 가해지는 일일 부하곡

선에 의해 결정된다. 변압기가 하루의 최  부하 시간 역

에서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면, 즉, 최상부 유온의 상승이 기

치를 과했다 할지라도 변압기의 일일 기  부하 시간

역에 진입하면 다시 유온의 냉각과정이 이루어지므로 변압

기의 과부하 주기는 일일 부하 곡선의 주기와 같아진다. 따

라서 일 부하에 의한 변압기 최상부 유온의 온도상승 특성

을 반 할 수 있는 변압기 일일 부하곡선의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표 인 배 용 변압기 규격인 IEC 

354(1971)  IEEE C57.91(1981)에 언 되어 있는 2-step 

부하 곡선을 참조하 다. 그림 1은 실제 부하패턴을 2-step 

부하 곡선 형태로 표 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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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step 곡선

Fig. 1 2-step Curv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step 곡선은 실제 부하곡

선과 에 지 측면에서 동일한 곡선이다. 따라서 빗 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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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제부하곡선보다 에 지가 은 부분을 나타내는 A, 

C, G 부분과 에 지가 과하는 B, D, E, F 부분의 면 이 

동일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2-step 부하 곡선에서 변압기 온도상승을 결정짓는 요소

는 변압기에 가해질 최 부하의 크기, 최 부하의 지속시간 

 변압기에 가해질 기 부하의 크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 3가지 온도상승 요소를 고려한 실증실험을 통해 최

부하 크기, 기 부하 크기  최 부하 지속시간에 따른 변

압기 온도상승 특성을 분석하 다.

3. 배 용 변압기 과부하 실험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10]의 변압기 과부하 실험결과

를 이용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의 목 은 변압기 과부하 정의 기 인 변압기 최상

부 유온 상승에 향을 주는 요소인 변압기의 최 부하 크

기, 최 부하 지속시간  기 부하 크기를 가변하면서 변압

기 최상부 유온의 시간별 온도상승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 실험 방식은 단락시험법을 사용하 다. 표 2에는 실험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표   2  과부하 실험 요약

Table 2 Summary of the overload experiments

항목 내용

실험 

상

주상 변압기 20 (30, 50, 75, 100 kVA 각 5 씩)

지상 변압기 100 kVA 3

실험 

조건

①최 부하 크기: 100%에서 160%까지 10%씩 가변

②기 부하율: 25, 50 75% 

③실험 지속시간: 최  8시간이며, 시간별 유온검침

④100% 부하의 온도 안정 후 수행

⑤주변온도 고정(10～20도): 변압기 실험규정상 유

온실험의 주변온도(ambient temperature)는 10～40

도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주변 온도 조건을 약 13도 정도로 유지

주상 설치형 변압기의 실제 실험 모습을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그림 2 과부하 실험 모습

Fig. 2 Photographs of the overload experiment

실험결과 도출된 100kVA 변압기의 실험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과부하 실험결과(100kVA 변압기)

Table 3 Overload experiment results(100kVA transformers)

직

부하%

부하

실험%

상승온도(K)

1 2 3 4 5 6 7 8

50 

100 28 35 40 42 44 45 46 47 

110 31 40 45 49 51 53 54 54 

120 36 46 52 57 60 62 64 64 

130 40 52 59 65 69 72 73 74 

140 43 58 68 75 77 81 82 85 

150 50 67 77 84 89 - - -

160 54 71 82 88 - - - -

25

100 21 30 34 38 41 42 44 45 

110 26 36 42 48 51 53 54 54 

120 30 42 50 56 60 62 63 64 

130 34 48 58 64 68 70 72 74 

140 37 53 63 70 77 80 81 83 

150 40 58 68 76 85 88 89 92 

160 43 62 73 82 91 94 98 103 

75 

100 37 42 44 46 48 49 50 51 

110 40 46 50 52 55 56 58 59 

120 43 52 56 59 62 64 66 68 

130 47 57 63 66 70 72 75 78 

140 52 64 71 76 79 82 86 88 

150 57 71 80 86 89 93 97 99 

160 64 79 89 96 101 105 108 112 

표   4  과부하 기  도달 시간

Table 4 Time required to reach overload conditions

용량

kVA

과부하

직 부하
110% 120% 130% 140% 150% 160%

30

25%
하계 10.0 5.5 4.0 3.0 2.5 2.0

동계 22.0 15.5 8.5 5.5 3.5 3.0

50%
하계 5.5 4.0 3.5 3.0 2.5 1.5

동계 21.5 13.5 6.5 4.0 3.0 2.5

75%
하계 5.0 2.5 2.0 1.5 1.0 1.0

동계 19.5 12.0 4.0 3.0 2.0 2.0

50

25%
하계 10.0 6.0 4.5 3.5 3.0 2.5

동계 - 21.5 13.0 8.0 5.5 4.0

50%
하계 9.5 5.0 3.5 3.0 2.5 1.5

동계 - 15.0 9.0 6.0 5.0 2.5

75%
하계 9.0 4.0 2.5 1.5 1.0 1.0

동계 - 14.0 7.0 5.5 3.5 2.5

75

25%
하계 5.5 3.5 2.5 2.0 1.5 1.5

동계 21.0 12.0 7.0 4.5 3.5 2.5

50%
하계 4.5 2.5 2.0 1.5 1.0 1.5

동계 19.5 11.5 4.5 4.0 2.5 2.0

75%
하계 2.5 1.5 1.0 0.5 0.5 0.5

동계 18.5 9.5 4.5 3.0 2.0 1.5

100

25%
하계 4.5 3.0 2.5 2.0 1.5 1.5

동계 21.0 11.0 5.5 4.0 3.5 3.0

50%
하계 4.5 2.5 2.0 1.5 1.0 1.0

동계 19.0 10.5 5.0 3.5 2.5 2.0

75%
하계 3.0 2.0 1.0 0.5 0.5 0.5

동계 18.0 9.5 5.0 3.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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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는 각 1시간별로 온도상승값을 기록한 것이라 온

도상승 기 치에 도달하는 세부 시간을 추출하지 못하므로 

각 과부하 역에의 8개 의 추세곡선을 만들어 식 (1)과 

같이 거꾸로 시간을 추출하 다. 추세선은 합도를 비교하

여 비교  합성이 높은 로그함수를 사용하 다.

 
 

                                 (1)

여기서 는 온도 상승 기 치이며 와 는 추세선의 계

수이다. 식 (1)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배 용 변압기의 과

부하 기  도달시간을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4. 본 논문에서의 과부하 정 기법

앞서 3장에서 언 한 실험을 통한 과부하 정기 은 다

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1) 임의의 부하 값에서의 과부하 정 : 표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씩 가변하면서 실험한 결과이므로 그 간값

에서의 부하율에서의 과부하 도달시간 기 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임의의 부하에 한 과부하 도달시간의 추출이 필요

하다.

2) 표 4의 과부하 도달 시간은 기 온도 상승치인 50도를 

기 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변온도 40

도를 기 한 값이다. 그러나 국내 배 용 변압기의 주변온

도는 계 별, 일자별 큰 차이를 보이므로 고정값을 사용한 

기 치의 용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온도를 식 (2)와 같이 가변값으로 용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2)

여기서 는 보정된 온도 상승 기 치이며 은 40도 주

변온도시의 기 온도 상승치로 50도를 용하 다. 는 

기  주변온도로 40도를 용하 고,   는 해당일

의 최  주변온도로 기상청의 계측값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과부하 정 흐름도를 그림 3에 도

시하 다.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격감시 시스템에서 

각 변압기의 부하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것을 앞서 설명한 

2-step 곡선으로 변환하여 과부하 정에 필요한 요소(최

부하 크기, 지속시간, 기 부하크기)를 추출한다. 기상데이터

를 이용하여 1일의 최  주변온도를 추출하며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과부하 도달 기 시간을 계산하고 이 값이 측정된 

과부하 지속시간보다 작으면 과부하로 정하고, 그 지 않

으면 정상운 으로 정한다.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해 변압기 부하데이터를 송받는 

것은 재 운  인 주상변압기 원격 부하감시시스템을 통

하여 송받는다. 부하 데이터는 매 30분 간격의 부하값을 

계측하며 이를 이용하여 2-step 곡선을 변환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단계 1) 취득된 부하데이터의 30분 간격의 평균값을 계산

하고 표 편차 99%의 최 , 최소값으로 신뢰도 상과 하로 

구분하며 그림 4에 도시하 다.

그림 3 과부하 정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overload decision

단계 2) 계산한 표 편차의 최소값 이하의 체 데이터를 

합산하고 취득데이터 개수로 나  평균값을 기 부하 값으

로 설정하고, 신뢰도 상을 과하는 부분이 여러개이면 그

에서 면 이 가장 큰 부분을 선택하여 데이터의 최 값을 

최 부하 값으로 설정한다. 이를 그림 4에 도시하 다.

그림 4 최   기  구간 결정

Fig. 4 Decision of peak and base load area

단계 3) 최 면 의 최 값을 기 으로 (-)30분, (+)30분 

간격으로 하여 2-step의 기 역을 지정한다.

단계 4) 단계 3에서 지정된 역을 포함하여 신뢰도 하의 

기 부하 역과 함께 2-step 곡선을 만든다.

단계 5) 그려진 2-step 곡선의 안쪽면 은 음수(-), 바깥

쪽 면 을 양수(+)로 하여 각각 합산을 한 다음 최 의 음

수 값이 나올 때까지 30분 간격만큼 좌측으로 한번, 우측으

로 한 번씩 이동하여 면 을 계산해 가며, 계산한 면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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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속시간

1 2 3 4 5 6 7 8

기울기 0.26 0.37 0.35 0.41 0.35 0.36 0.27 0.25

Y 편 2.65 -0.6 5.67 3.3 11.7 13.0 23.4 26.7

온도

추정값
31.3 39.3 43.8 47.6 49.9 52.4 53.1 53.8

수가 나올 때까지 이동 한다. 이를 그림 5에 도시하 다.

단계 6) 계산한 면 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음수 값이 

나오기 의 최소의 양수 값을 하기 해 시간간격에 10등

분(3분 간격)을 하여 면 이 최소의 양수 값이 나오는 X축 

값을 찾는다. 이 시간간격은 가변 이다.

그림 5 최 부하 지속시간의 탐색

Fig. 5 Search of peak load duration

단계 7) 최소의 양수 값이 나오는 X축 값을 기 으로 하

여 2-step곡선을 그려 다.

단계 8) 2-step 곡선이 그려진 후 최 부하를 기 으로 

하여 양쪽 면 의 비율을 계산한다. 

단계 9) 넓은 면 으로 비율의 차이만큼 이동하여 2-step

곡선을 다시 그려 다.

단계 10)다시 그려진 2-step 곡선에 에서 수행한 방법

과 같이 안쪽면 은 (-), 바깥쪽 면 을 (+)로하여 다시 면

을 계산하여 다. 계산한 면 의 합이 (-)인 경우에는 단

계 6과 같이 최소의 양수 값이 나올때까지 반복한다. 

단계 11)계산한 면  값이 (-)인 경우에는 면  값이 (+)

값이 나올때까지 좌우를 ±30분 간격으로 여  후 최소의 

양수 값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여 완성된 2-step 곡선 그래

를 그려 다.

임의의 과부하 값에 한 과부하 도달 기 시간을 결정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에 의한다.

단계 1) 우선 2-step 곡선에서 추출된 최  부하 값이 해

당하는 양측의 시간별 온도상승 실험결과 데이터를 추출한

다. 각 시간 별(1-8시간) 온도상승 값들을 직선으로 연결하

여 해당 최  부하에 해당하는 온도상승 값을 구한다.

단계 2) 이 게 추출된 데이터를 앞서 언 한 식 (1)의 

로그 형태의 추세선을 추출하고 식 (2)에서 언 한 일별 최

 주변온도에 의해 주변온도 기 상승치를 보정하여 과부

하 도달시간을 계산하며 식 (3)에 식 (1)의 조정식을 나타내

었다.

 

 
 

                                 (3)

추세선 로그 함수의 계수인 와 는 식 (4)과 같이 계
산한다.


 

                        (4)

   

여기서, 와 는 각각 시간(1시간 간격의)과 단계 1에서 
계산한 해당 최 부하의 각 시간별 온도상승 추정값이다. 

한 와  는 각각의 평균값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부하 정 흐름을 사례를 들어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감시시스템으로부터 계측된 

75kVA 배 용변압기의 일간 부하곡선으로부터 2-sep곡선으

로 변환을 한 후 특성을 추출하여 기 부하가 46.2%, 최

부하가 108.2% 그리고 지속시간이 3.3시간으로 결정되었다

고 가정한다. 한 기상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상정

보로부터 입수한 당일 최 온도가 28.8도라고 가정한다. 

75kVA의 해당 최 부하에 한 온도상승 실험결과는 표 5

와 같다. 단계 1에 의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5  과부하 시험결과(75kVA)

Table 5 Overload test result(75kVA)

기

부하

최

부하

지속시간

1 2 3 4 5 6 7 8

50% 
100% 29 36 40 44 47 49 50 51

110% 31 40 44 48 50 53 53 54

표   6  내삽법에 의한 온도 추정

Table 6 Temperature rising using interpolation

단계 2의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추정된 추세선 로그 

함수의 계수인 와 는 각각 31.6과 25.6이다. 따라서 식 
(3)을 이용한 최종 과부하 도달시간은 3.15시간으로 계산되

고 이것은 2-step 곡선의 최 부하 지속시간 3.3보다 작으므

로 해당 변압기는 해당일에 과부하 상태로 정된다.

5. 과부하 정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부하 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

템의 기 실행한 로그인 화면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과부하 정을 한 화면을 그림 7(a)에 도시하 다. 먼  

상변압기의 D/L명을 선택으로, 주번호, 산화번호, 그

룹번호  통합검색을 통하여 상 변압기를 선택한다. 다

음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선

택하면 상 변압기의 제조사, 제작년월, 설치년월, 수리년월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기간내의 일자별로 기 부하, 최

부하, 지속시간, 부하율, 과부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과부하 변압기는 과부하내용에 “비정상”으로 

표시된다. 2-step 곡선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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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그래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7(b)와 같이 2-step 

곡선그래 가 보여 진다.

그림 6 과부하 리 시스템의 기 화면

Fig. 6 Initial picture of overload management system

(a) 과부하 검색

(b) 선택된 변압기의 부하  2-step 곡선

그림 7 과부하 정을 한 화면

Fig. 7 Screenshots for overload decision making

그림 8(a)은 변압기의 효율과 손실평가를 수행하는 화면

이다. 손실평가 화면에서는 원하는 변압기 목록을 리스트에

서 선택하면 평균 부하율, 일일 총 철손  동손과 일효율 

그리고 손실비 등을 계산하여 제공한다. 한 변압기의 손

실평가를 통하여 구입비용  체 운용비용 등을 포함하는 

변압기의 TOC(Total Owning Cost)를 계산한다. 그림 8(a)

의 화면에서 그래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8(b)에서와 같이 

부하  손실변화 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하

여 일일 부하곡선에 따른 철손과 동손의 손실비(이 에서

의 변압기는 일반형 변압기로써 손실비가 7.2 : 1를 보임으

로 손실형 변압기로 교체를 권장)를 알 수가 있다. 이 정

보는 변압기 손실비를 최 으로 하기 하여 해당 부하특성

에 맞는 변압기를 선정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a) 손실 계산

(b) 선택된 변압기의 부하곡선  손실 그래

그림 8 손실 평가를 한 화면

Fig. 8 Screenshots for loss evaluation

6.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배 용 변압기 

과부하 정시스템의 개발에 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실

시간 부하감시 기반의 배 용 변압기의 과부하 정 기 을 

변압기 내부 온도 상승치로 보았다. 변압기의 부하 크기 

비 온도의 상 계를 도출하기 해 실증 실험 자료를 사

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과부하기 을 제정하는데 있어 이 

결과를 사용하여 실측된 부하데이터를 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계측된 부하 데이터를 과부하 

정을 한 특성 정보를 추출하기 한 특성 곡선인 2-step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 한 임의의 주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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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과부하 크기  지속시간에 해 계측된 부하데이터를 

이용한 과부하 정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의 신

뢰성과 장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시간 부하 감시기

반 배 용변압기의 과부하 정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배 용 변압기 직 부하감시시스

템  기상청의 기상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실질

인 과부하 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상변압기의 

부하율, 철손  동손을 계산하여 재의 손실비를 분석하는 

기능과 동손  철손을 최소화하기 하여 재의 부하특성

에 맞는 최  변압기를 운 할 수 있도록 변압기 종류를 제

안하는 기능을 탑재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과부하 

정 시스템은 재  미래의 배 용 변압기 원격감시시스템

과 연계하여 배 용 변압기의 경제  운 을 지원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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