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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상변압기의 내부 부분방전에 의한 방사 전자파를 예측하기 위해 원통형 캐비티의 구조 및 크기 

변화에 따른 1차측,  2차측 전극의 부싱을 통해 방출되는 방사 전자파 특성을 FDTD 법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
통형 캐비티의 구조에서 1차측 및 2차측 부싱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통형 캐비티 외함의 

구조에 대한 방사 전자파의 주파수 특성을 검토하고 제작한 원통형 캐비티의 실험을 통해 이론 계산 결과와 비교 검

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fields radiated from a pole-transformer. The  cylindrical 
cavity is used to measure electromagnetic fields radiated from a pole-transformer when partial discharge occures inside 
the pole-transformer. The theoret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a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method. As a 
result,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omagnetic waves emitted from the inside the cavity to the outside 
through the 1st and 2nd bushings could be observed for the configuration of the cylindrical cavity with a radiation 
window.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field are also studied according to the enclosure structure of 
the cylindrical cavity. To verify the theoretical analysis, computed results ar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키워드 : 방사 전자파, 부분방전, 원통형 캐비티, 주상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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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 에너지 공급 설비 중의 하나인 변압기는 가장 

안정적인 전기 설비인 반면에 고장 사고 발생 시에는 

광범위한 설비에 장시간 조업 중단이라는 큰 사고를 일

으켜 치명적인 물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전력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절연파괴가 일어나면 

부분 방전에 의한 방사 전자파를 방사하게 되는데, 이
러한 방사 전자파는 주변에 놓인 전기 전자 장치에침입

하여전자파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변압기와 같은 전력 설

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설비 외부의 적절한 위치에

서 검출하면 변압기의 이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운전 중의  변압기에

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부

싱 탭이나 전류센서 등을 이용한 전류 신호 검출 방식

도 연구되고 있으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싱 탭이나 전류센서를 이용

한 신호 검출법은 주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음

파법은 감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3].
전자파를 이용하여 부분방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감도를 향상시키고 주변의 잡음 등을 제거해야 하

며  대상 전력기기의 방사 전자파에 대한 주파수 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자파를 이용하여 부분방전의 

발생 상태를 운전 중에 감시하기 위해서는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방사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

하다[4, 5].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를 원통형 캐비티로 모델화하

고 원통형 캐비티의 내부 부분방전에 의한 방사 전자파

를 예측하기 위해 원통형 캐비티의 1차측, 2차측 전극

의 부싱을 통해 방출되는 방사 전자파 특성을 검토하였

다. 실제 주상변압기를 모델화한 원통형 캐비티를 제작

하여 실험을 통해 계산치와 측정치를 비교 검토하였다.  
사용된 FDTD 법은 유한 체적에 대한 범위로 정하기 위

해서 흡수 경계 조건(Perfectly Matched Layer)을 사용

하였다.

Ⅱ. 원통형 캐비티의 구조

그림 1은  주상변압기의 내부에 방전원이 있는 경우

를 모델화한 원통형 캐비티의 구조와 좌표계를 나타내

며, 10 kVA인 경우는  =640 mm, =375 mm이며, 
축 방향의 원통 캐비티의 상면에 설치된 1차측 부싱(유
전체로 둘러싸인 도체)의 지름은 =8 mm, 축 방향의 

원통면에 설치된 2차측 부싱(유전체로 둘러싸인 도체)
의 지름은 =10 mm이다. 30 kVA인 경우는  =720 

mm, =430 mm이며,축 방향의 원통 캐비티의 상면에 

설치된 1차측 부싱의 지름은 =8 mm, 축 방향의 원통

면에 설치된 2차측 부싱의 지름은 =12 mm이다. 캐비

티 내부의 코일과 코어는 전체를 직육면체의 금속도체

로 모델화 하였다. 즉, 내부의 금속 도체는 완전도체

(PEC)로 구성되어 있으며 =400 mm, =300 mm, 
=600 mm이다. 원통형 캐비티의 내부에는 기름

(  )이 충진되어 있다. 캐비티 내부의 부분방전 

발생 위치는 (1) 10 kVA인 경우, =0 mm, =0 mm, 

=560 mm, (2) 30 kVA인 경우, =0 mm, =0 mm, 

=600 mm이다. 각 위치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의 전

류방향을  축 및  축 방향으로 구분하여 방사 전자파 

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1 Structure and coordinate system of a cylindric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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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치계산 결과 및 검토

그림 2 는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 및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

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에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

파수 특성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a)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

부터 축 방향으로 0.15 m 떨어진 위치(단, =0.56 m)
에서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이다. 3.4 GHz 부근에서   

성분(  방향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 

방향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38 % 정도 작게 방사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b)는 축 방향으로 부

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향

으로 0.15 m 떨어진 위치(단, =0.56 m)에서의 전계강

도 계산 결과이다. 3.4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a)

(b)

Fig. 2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10 kVA capacity 
(=0.15 m, =0.56 m). (a) -direction current (b) 
-direction current.

크게 방사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69 % 정

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 및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생

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에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파

수 성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a)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

향으로 3 m 떨어진 위치(단, =0.56 m)에서의 전계강

도 계산 결과이다. 3.4 GHz 부근에서는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87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b)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

터 축 방향으로 3 m 떨어진 위치(단, =0.56 m)에서

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이다. 

(a)

(b)

Fig. 3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10 kVA capacity 
(=3 m, =0.56 m). (a) -direction current (b)  -direc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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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95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

티의 내부에서 축과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 내부에서 외부로 방사전자파가 방

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축 방향으로 0.15 m
와 3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전자파 주파수 대역은 

3~4 GHz 부근이며   성분(원통형 캐비티의 길이방향 

성분)이 크게 방사된다. 원통형 캐비티에서 거리가 멀

어질수록 전계강도는 작아지며 0.15 m와 3 m를 비교하

였을 때 전계강도는 약 92 %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는 3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 및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

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에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

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 4 F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30 kVA capacity 
(=0.15 m, =0.6 m). (a) -direction current  (b) 
-direction current.

그림 4 (a)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향으로 0.15 m 떨어진 위

치(단, =0.6 m)에서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이다. 3.4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

은   성분보다 최대 25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4 (b)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향으로 0.15 
m 떨어진 위치(단, =0.6 m)에서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

이다. 3.4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69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는 3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 및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

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에서 방사되는 전계강도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5 (a)는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

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향으로 3 m 떨

(a)

(b)

Fig. 5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30 kVA capacity 
(=3 m, =0.6 m). (a) -direction current (b)  -direc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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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위치 (단, =0.6 m)에서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이

다. 4 GHz 부근에서는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63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b)는 축 방향으로 부분

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로부터 축 방향으

로 3 m 떨어진 위치(단, =0.6 m)에서의 전계강도 계산 

결과이다. 3.8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

되며,   성분은   성분보다 최대 91 % 정도 작게 방

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0 
kVA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30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의 상부에 축과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

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 내부에서 외부로 방사 전자파

가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축 방향으로 

0.15 m와 3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 전자파 주파수 

대역은 3~4 GHz 부근이며   성분이 크게 방사된다. 

그리고 원통형 캐비티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계강

도는 작아지며 0.15 m와 3 m를 비교하면 10 kVA인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전계강도는 약 92 % 감소한다.

Ⅳ. 실험 결과 및 검토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원통형 캐

비티를 제작하고, 원통형 캐비티에서 방사하는 방사 전

자파를 측정하였다.
그림 6은 실제의 주상변압기를 모델화하여 제작한 

원통형 캐비티를 나타낸다. 10 kVA인 경우는  =640 

mm, =375 mm이며, 축 방향의 원통 캐비티 상면에 

설치된 1차측 전극의 부싱(유전체로 둘러싸인 도체)의 

지름은 =8 mm이며, 축 방향의 원통면에 설치된 2차
측 전극의 부싱(유전체로 둘러싸인 도체)의 지름은 

=10 mm이다.  30 kVA인 경우는 =720 mm, =430 

mm이며,  축 방향의 원통면에 설치된 1차측 부싱의 

지름은 =8 mm이며, 축 방향의 원통면에 설치된 2차
측 부싱의 지름은 =12 mm이다.  원통형 캐비티의 내

부 물질은 공기(  )가 충진된 구조를 선택하였으며, 

캐비티 내부의 부분방전 위치를 (1) 10 kVA인 경우 

=0 mm, =0 mm, =560 mm, (2) 30 kVA인 경우 

=0 mm, =0 mm, =600 mm로 구분하였다. 

Fig. 6 Structure of a fabricated cylindrical cavity.

각 위치에서 부분방전의 전류 방향을 축 방향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제작에 사용한 원통은 두께가 

2 mm인 알루미늄이며 부싱은 베이클라이트를 사용하

였고, 방사 전자파의 측정은 영남대학교에 설치되어 있

는 전자파 무향실(6×4×2 m)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7은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1차측 및 2차측 부싱으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파수 

특성을 =0.15 m 위치에서 측정한 것이다. 3 GHz 부근

에서   성분(원통형 캐비티의 길이 방향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고,   성분은   성분보다 33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 및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1차측, 2차측 부싱으로 방사되는 전계강

도의 주파수 특성을 =3 m 위치에서 측정한 것이다. 3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고,   성분

은   성분보다 25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측정 결과로부터 10 kVA 용량을 갖는 원통

형 캐비티의 상부에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 내부에서 외부로 방사 전자파가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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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10 kVA 
capacity (=0.15 m, =0.56 m,  -direction current).

Fig. 8 Measure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10 kVA 
capacity(=3 m, =0.56 m,  -direction current).

이때, 0.15 m 와 3 m 떨어진 위치에서 전계강도를 측

정한 결과 방사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3 GHz 부근에

서   성분이 크게 방사된다. 그리고 원통형 캐비티에

서 측정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3 m인 경우는 0.15 m인 

경우에 비교하여) 전계강도는 약 91 % 감소하였다.
그림 9는 3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1차측, 2차측 부싱으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

파수 특성을 =0.15 m 위치에서 측정한 것이다. 3.2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고,   성분

은   성분보다 10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Measure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30 kVA 
capacity (=0.15 m, =0.6 m,  -direction current).

Fig. 10 Measure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adiated 
electric field strength in a transformer model of 30 kVA 
capacity (=3 m, =0.6 m,  -direction current).

그림 10은 30 kVA 용량을 갖는 원통형 캐비티 내부

의 2차측 부싱 근방에서 축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1차측, 2차측 부싱으로 방사되는 전계강도의 주

파수 특성을  =3 m 위치에서 측정한 것이다. 3.8 GHz 
부근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고,   성분은 

  성분보다 55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측정 결과로부터, 30 kVA 용량을 갖는 원통

형 캐비티의 상부에 축 방향으로 부분방전이 발생할 

경우, 원통형 캐비티 내부에서 외부로 방사 전자파가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0.15 m와 3 m 떨어

진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방사 전자파의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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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 GHz 부근에서   성분과   성분이 크게 방사된

다. 그리고 원통형 캐비티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계

강도는 약 94 % 감소하였다.
축 방향 방전전류에 대한 방사 전계강도의 측정 결

과는 이론 계산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성분과 성

분이 나타나며, 10 kVA의 경우 성분이 성분보다 

약 17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kV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성분보다 약 

14 % 정도 작게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 계산치(Fig 2 ~ Fig 5)와 측정치(Fig 7 ~ Fig 10)

를 비교하면 방사 전자파의 주파수 특성의 형태는 유사

하지만 전계강도의 크기는 측정치가 이론치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이론 계산치에는 원통형 캐비티의 손실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측정치에는 손실이 포함되어 있으

며 제작 오차 및 케이블 손실, 측정용 안테나와 원통형 

캐비티의 상호 결합 효과 등을 고려하면 측정치는 이론

계산치보다 작게 측정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원통형 캐비티 내부의 부분방전에 의한 방

사 전자파를 예측하기 위해 원통형 캐비티의 1차측 및 2
차측 전극의 부싱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방

사 전자파를 검토하였다.
모델화한 원통형 캐비티의 축 방향 측정 거리에 

따른 방사 전계강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론 해석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원통형 캐비티를 제작하여 방사 

전계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원통형 캐비티의 1차
측 및 2차측 부싱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방사 전자파

가 방사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4 GHz 주파수 대역

에서   성분이 가장 크게 방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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