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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의 이상 신호 데이터를 원거리에서 축적하기 위한 이상 신호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

다. 이 시스템은 원격으로 변압기의 이상 신호를 수집하여 변압기의 이상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상

용된 통신 모듈의 느린 통신 속도를 고려하여 이상 신호를 RMS-DC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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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변압기는 여러 장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인다. 변압기가 

외부 환경에 의해 고장을 일으키거나 충분히 노후화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 때 변압기는 이상 신호를 방출한다. 

이 신호는 PD(Partial Discharge)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변압기의 

이상 신호를 진단하기 위하여 PD 신호를 측정하고 데이터 축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 이상 신호 진단 회로는 PD 신호를 RMS 

값으로 변환하여 이상 신호를 측정한다[1]. 하지만 이는 원격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을 이용할 때를 고려하지 않아 원격 데이터 축적에 

적합하지 않다. PD 신호가 매우 빠른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이며, 

이 신호를 큰 ripple 없이 RMS 값으로 저장하기 위한 Capacitar의 

capacitance는 필연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RMS 값이 저장

된 Capacitor가 짧은 시간 안에 방전되어 통신이 일어나기 전에 

RMS 값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모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RMS값을 더욱 오래 유지하기 위한 회로를 제안한다. 

2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이론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제안된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

Fig. 1. 주상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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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기존의 이상 신호 진단 시스템은 RMS converter만을 이용하여 

낮은 capacitance의 C1에 charging된 DC 값인 VRMS 값이 빠른 

시간 안에 Discharge되어 신뢰성이 낮아지고, 통신 sampling rate가 

따라가지 못하여 통신이 불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안된 시스

템은 RMS converter의 출력단에 Peak detector를 추가하였다. Peak 

detector의 출력 Capacitor인 C2는 C1의 capacitance보다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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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를 이용하여 RMS 값은 빠르게 discharging되지 않아 

통신하기에 용이해진다. 

RF 통신 모듈을 이용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값인 VPEAK를 ADC를 

통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디지털 값은 송신부를 통하여 

수신부에 통신되며 수신부는 통신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III. Simulation Results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C1의 capacitance는 10pF, C2의 

capacitance는 300pF으로 설정하였다. 입력으로는 PD 신호와 비슷

한 신호를 주기 위하여 4MHz의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sine wave를 

입력하였다. 그림 3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v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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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ion result of one P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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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result of two PD signals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론과 같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RMS는 

C1의 capacitance가 작아 discharging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VPEAK는 상대적으로 큰 capacitance에 의하여 discharging이 보다 

느리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DO는 ADC의 출력을 ideal DAC를 

통하여 아날로그 값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conversion 속도는 10MHz

로 설정하였다.

그림 4는 첫 번째 입력 이후 일정 시간 후 진폭이 두 배 증가한 

PD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7us 지점에서 VRMS와 VPEAK를 Reset 하였다. 진폭의 크기에 

따라 RMS값이 변함을 확인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상 진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상 신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해결책은 

기존의 통신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해결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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