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압기 연재료 분석과 내부 검 결과와의 상 성 연구                                                                  1869

변압기 연재료 분석과 내부 검 결과와의 

상 성 연구

논  문

59-10-25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Dissolved Gas Analysis and 

Internal Inspection of Transformer

박  주†․남 창 *․정 년 호** 

(Hyun-Joo Park․Chang-Hyun Nam․Nyun-Ho Jung)

Abstract - For reliable operation of oil-filled electrical equipment, monitoring and maintenance of insulating oil is 

essential. Dissolved gas analysis(DGA) is widely used for monitoring faults in high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in 

service. Therefore, oil analysis should be monitored regularly during its service life. KEPCO has investigated thousands 

of dissolved gas analysis data since 1985, and conducted studies on the relationship of gas in oil analysis and internal 

inspection results of transformer. As the results, KEPCO revised criteria for transformer diagnosis and has applied it 

since 2008. Almost of 100 cases of internal inspection results since 2001 have been investigated. This paper presents the 

correlation of the fault-identifying gases with faults found in actual transformers and how should we approach to 

internal inspection of transformer by dissolved g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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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정 인 력공 을 한 변압기 방진단방법으로  

세계 으로 리 이용되는 기술이 유 가스분석에 의한 진

단이다. 이 방법은 진단의 신뢰도가 높아 한 에서는 1982

년부터 가스분석을 통한 변압기 화학  방진단 업무를 수

행해 오고 있다. 변압기는 유 가스분석을 통해 내부 이상

에 의한 가스성분과 이상의 종류 등에 한 정이 가능하

다.  세계 으로 유 가스 분석에 의한 변압기 진단에 가

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IEC법과 IEEE, 일본 기 동연구

회 방법이다[1,2]. 한 은 1982년부터 가스분석 업무를 실시

하고, 1985년 국내의 가스분석 데이터에 한 분석  일본

기 동연구회의 가스분석 주기  정기 을 참고하여 

한  자체의 유 가스 리기 을 최  제정하 다. 그 후 

1998년과 2002년의 2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2008년도에 그 

동안의 가스분석 데이터와 축 된 내부 검 자료들을 검토

하여 최 의 변압기 리기 을 설정하고 3차 개정을 완료

하 다. 특히, 3차 개정 시에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스분석

에 의해 정 검을 실시한 변압기들의 내부 정  검 자

료를 면 히 분석하여 가스 리기 에 반 토록 하 다[3]. 

개의 경우 변압기 내부 정 검은 가스분석 결과에 의해 

시행되는데, 가스들의 조합과 발생패턴에 따라 내부 이상을 

측하고, 여기에 문가의 경험과 정능력이 요한 역할

을 한다[4,5]. 본 논문에서는 리기  개정 인 2008년 이

과 이후를 나 어 기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가

스 원인별 고장발견 확률  주요 가스 원인 분포 등에 

해 비교 고찰하 다. 한, 2001년 이후에 가스분석으로 인

해 요주의 는 이상 정을 받은 변압기  정 검을 실

시한 변압기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재까지 

총 94건의 정 검 자료를 분석하여 연유에 한 분석결

과와 내부 이상과의 상 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유 가스 분석에 의한 변압기 진단 기술  

변압기 진단방법으로는 IEEE나 IEC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 가스별 패턴  비율로서 변압기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

이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다[6,7]. 가스별 이상 원인을 보

면, CO와 CO2의 경우는 일반 으로 연지의 경년 열화  

연유의 산화열화에 의해 생성되며, 고체 연물이 과열 

는 방  등에 의해 분해될 때 발생한다. 주로 권선이나 리

드선의 연물에 계한 사고나 고장 시에는 이들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발생량의 비율이나 량으로

서 변압기의 상태를 진단한다. IEC, IEEE  CIGRE 등에서

는 CO2/CO 비율로 연물의 열화상태를 진단하고 있으나 

이들 비율은 계 이나 탈기 등의 향으로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종이재료에 한 합도  인장강도 분

석 등의 직 인 평가나 2-furaldehyde의 분석을 통해 고

체 연물의 상태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8,9]. 그 다음 

부분의 탄화수소 가스  H2는 연유의 열분해에 의해 생

성된다. CH4나 C2H6는 온 역에서 생성되지만 C2H4와 

C2H2의 경우는 고온 역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

스 하나만으로는 내부 이상유무를 진단하기는 어렵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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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내부 과열의 경우 CH4 혹은 C2H4 주도형의 가스패

턴을 보이지만, H2 주도형의 패턴도 나타날 수 있으며, C2H6 

주도형의 경우 온과열이지만 경년열화도 있을 수 있다. 

부분의 아크방 의 경우 H2와 C2H2 주도형이며, 부분방

도 거의 같은 패턴을 나타낸다. H2 주도형은 방   과열

에 의한 이상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 의 경우는 

OLTC의 동작불량, 불량 등이 부분이고, 과열의 경우

는 부분이 철심에 계한 불량  순환 류가 그 원

인이다. CH4는 과열에 의한 이상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역시 철심에 한 순환 류, 연불량이 원인이 되고 있

다. C2H4는 과열  방 에 의한 이상이 부분이지만 발생

온도는 CH4의 경우보다 고온이다. 부분 과열에 의한 경우

가 많으며 철심의 순환 류, 철심 층간단락, OLTC 불

량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C2H6는 주로 온과열에 의한 

발생가스로서 연유의 산화열화에 의해 발생되며 원인불명

인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가스분석결과에 의한 변압기 진

단방법  표 으로 아래 표 1과 그림 1에 IEC의 변압기 

진단기 표와 “Key Gas Method'에 의한 고장유형 진단 방

법에 해 제시하 다.

  

유형 고장 특성 





  



PD 부분 방  - 0.1미만 0.2미만

D1
에 지 

방
1 과 0.1-0.5 1 과

D2
고에 지 

방
0.5-2.5 0.1-1 2 과

T1
300℃이하 

과열
 -  - 1 미만

T2

300℃이상 

700℃이하 

과열

0.1미만 1 과  1-4

T3
700℃이상 

과열
0.2미만 1 과 4 과

표  1 고장유형 상 기 표(IEC 60599)

Table 1 IEC 60599 Ratio-Fault Diagnosis  

유 과열 고체 연물 과열

유 코로나 유  아크

그림 1 Key Gas Method에 의한 고장 유형
Fig. 1 Example of Key Gas Method

2.2 변압기 정 검 자료분석

유 가스 리기 은 일정기간 운  후 축 된 자료와 

장 검결과 등을 활용하여 재검토하고 반 해야 진단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에서는 2차 개정 이후 각 가스

별 리기 이 외국의 리기 보다 높다는 지 과 CO  

CO2 가스에 의한 불필요한 내부 검이 매년 20여  이상 

시행되고 있어, 련 기술의 진보와 장 검결과 등을 바

탕으로 가스 리기 에 한 재검토가 필요했다. 그에 따

라 2008년도에 유 가스 리기 을 개정하고 정 구분을 

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추가하여 “요주의 Ⅰ”과 “요주의 

Ⅱ”로 구분하도록 하 고, 각 가스의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시 상 으로 험성이 높은 가스는 리기 을 하향 

조정하여 강화하 다. 이와 같이 2008년에 개정된 한 의 

주변압기 운 기 에 따라 유 가스분석에 의한 진단  그

에 따른 정 검 결과들에 해 2008년 이 과 2008년 개

정 이후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크게 가스별 원인 분포와 

고장 원인별 분석  검의 원인이 된 가스별로 고장을 발

견할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해 검토하 다. 

2.2.1 가스별 원인 분석

정 검의 주요 원인가스에 한 분포를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분석결과, 2008년 이후는 C3H8에 의한 정 검은 

없었으며, C2H4와 C2H6에 의한 검 비율이 체의 50%를 

차지했다. 2008년 이 에는 CO 가스에 의한 내부 검 비율

이 35% 으며, CH4에 의한 검실 이 없었으나 특이 은 

2008년 이후는 CH4에 의한 검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2008년 이 까지 변압기 내부정 검의 주 원인 가스는 

CO로서 이에 의해 정 검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08년 이 은 체 정 검 건수 총 64건  23

건이 CO에 의한 것으로 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정 검 결과를 보면 고장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74%로 매우 높아 한 에서 운  인 주변압기 리기 에

서 CO 가스에 한 반 인 재검토가 필요하 다. 가스 발

생 특성상 이 가스는 장기 운  는 과부하 운 에 따른 

각종 연물의 열화 시 주로 발생되는 가스이며 특히, CO 

가스는 기 연유의 온도나 부하에 따라서도 발생량이 달

라질 수 있어 실제 변압기 내부의 아크나 국부 고온과열과 

같은 내부이상은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실제로 변압기 

운 기  개정 이후 CO에 의한 정 검 비율이 7%로 낮

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 2008년 이               (b) 2008년 이후

      (a) Before 2008              (b) After 2008   

그림 2 정 검 원인이 된 가스별 분포

Fig. 2 Distribution of Internal Inspection, by Contribution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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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ppm)

CO2 

(ppm)
  정 조   치   사   항

400

이하

5,000 

이하
정 상

(Normal)
○ 조치사항 없음

401

～
800

5,001

～
7,000

요주의

(Caution)

○ 연유의 열화특성 분석

 ․분석항목 : 산가

800

과

7,000 

과

○ 추 분석(1회/6개월)
○ 연유의 열화특성 분석( 산가)

○ 연유 유온(油溫)을 낮춰 운  

  (하계)
○ 연물의 열화특성 분석(필요시)

표 2 연 열화성 가스 리기 (2008년 개정)

Table 2 KEPCO Typical Gas levels of CO, CO2 (Revised 

2008)

2.2.2 고장 원인별 분석

정 검 결과에 의해 발견된 고장의 원인 분포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2008년 이 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26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볼트 풀림이 많이 

발견되었다. 볼트 풀림은 압이 가해지는 도체를 고정하기 

해 사용된 볼트의 풀림과 압이 인가되지 않고 단순히 

구조물을 고정하기 한 볼트의 풀림으로 구분하여 각각 8

건과 4건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된 고장원인으

로는 내부 검 시 변압기 바닥에서 동가루 등의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가 10건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변색된 흔  

등을 찾을 수 있는 열화 흔 이 5건으로 8%를 차지하고 

OLTC의 Selector S/W에서 Arc의 흔 을 발견한 경우가 5

건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 사항으로 2 으로 지

가 되어 순환 류에 의한 과열과 부싱의 용손 흔  등이 있

다. (b)의 2008년 이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원인을 찾지 못

한 경우가 14건으로 체의 4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탄

화흔  발견이 5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이 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내부정 검 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 도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

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타 사항

으로 이 지 4건, OLTC Tap Selector Arc 3건, 볼트풀림 

2건, 방 흔  2건이 발견되었다. 

  

      (a) 2008년 이                (b) 2008년 이후 

      (a) Before 2008               (b) After 2008

그림 3 정 검 실시 후 발견된 고장들의 원인별 분포

Fig. 3 Failure Distribution of Internal Inspection, by Cause   

  

  

        (a) CO 가스                 (b) C2H4 가스

        (a) CO gas                  (b) C2H4 gas

그림 4 정 검 실시 후 발견된 고장들의 원인별 분포

(2008년 이 )

Fig. 4 Failure Distribution of Internal Inspection by Cause 

(Before 2008) 

2.2.3 가스별 고장발견율 분포 내역           

그림 4의 (a)는 2008년 이  변압기 내부 검의 가장 큰 

원인가스인 CO에 의한 정 검 시 발견된 고장원인의 분

포를 나타내었다. 정 검 결과를 보면 고장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17건으로 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CO는 고

체 연물의 과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고체 연물의 경

년열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가스에 의해 검 

시행 시 고장 원인을 찾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연열화성 

가스인 CO 가스의 리기 을 재검토 하 다. 2008년 이후

는 표 2와 같이 『 연 열화성 가스 리기 』을 별도로 

신설하고 CO와 CO2 가스에 한 리를 차별화하 다. CO 

가스가 다량 발생되는 변압기는 우선 으로 기 연유 자

체에 한 품질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를 한 주요 분석항

목으로는 산가, 연 괴 압, 미량수분 등이 있다. 한, 

이들 변압기의 리방법으로는 내부 검을 통해서도 변압기 

이상 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내부정 검보

다는 지속 인 추 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 리 

기간 에는 연유 여과  탈기작업을 지하여 가스발생

량 추이를 찰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한, 이 가스가 “이상”수 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문가와 

의를 통해 필요 시 연유 여과  탈기작업을 시행하고 

고체 연물의 열화생성물인 2-furaldehyde 분석의 필요여부

와 연지의 열화정도 추정 등 변압기의 잔류수명을 평가하

여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b)의 C2H4 가스는 연유의 고온과열 시 는 아

크방 을 수반하는 과열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로 2008년 이

 총 64건의 정 검  17건이 이 가스에 의해 실시되어 

27%로 CO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C2H4

에 의한 정 검의 경우 80% 이상 고장원인을 찾을 확률

이 높았고 부분 과열의 흔 이 발견됨으로써 가스분석 결

과를 통해 고장을 상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변압기 정 검은 6종 가스(H2, CH4, C2H4, 

C2H2, C2H6, CO)에 의해 30건의 검이 실시되었다. 그 에

서 가장 많은 원인 가스는 C2H4로서 연유의 고온 과열 시 

는 아크 방 을 수반하는 과열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로 

환기의 불량, 속부의 이완, 연불량, 다 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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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부과열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분석결과 정이 

“이상, 험”인 경우는 고 험군에 해당되므로 정 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다. 검결과를 보면 9건의 정 검  4건이 고장

원인 요소를 찾지 못하 고 다음으로 2건이 OLTC Selector ARC

상을 발견하 고 기타사항으로 이 지 1건, 볼트풀림 1건, 

연소재 이탈 1건 등이 있었다. 그림 5의 (a)는 C2H4에 의한 정

검 시 주로 발견되는 고장 원인들을 나타내었으며, (b)는 C2H4에 

의해 내부정 검 시 이상이 발견된 사례이다. 이 변압기는 C2H4 

가스가 2,000 ppm 이상 검출되어 “ 험” 정을 받은 변압기로서 

내부정 검을 실시한 결과, 철심과 지지빔과의 혼 으로 폐회로 

순환 류에 의한 국부과열이 발생하여 철심에 과열 흔 이 발견된 

사례이다.    

 

   (a) 고장원인 분포 내역      (b) 내부 검 시 이상 발견  

                                사례(철심 과열)

   (a) Distribution of Fault,     (b) Case of Fault Finding

     by Cause   (Core Heating)

그림 5 C2H4에 의한 고장원인  검 사례(2008년 이후)

Fig. 5 Case of Fault Cause and Internal Inspection by C2H4 

CH4는 연유의 고온 과열 시 는 아크 방 을 수반하는 과

열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로 환기의  불량, 속부의 이

완, 연불량, 다 지에 의한 국부과열 등에서 많이 발생

한다. 정 검은 6건이 있으며 그 에서 5건은 탄화흔 이 발견

되었고 나머지 1건은 이 지가 발견되었다. 그림 6은 CH4에 의

한 정 검 시 발견되는 고장의 원인들을 나타내었다. CH4는 6건 

검해서 모두 이상개소를 발견하 다. CH4는 가스분석 이상이나 

보호계 기 동작으로 이상이 검출된 변압기 어느 쪽의 정에도 

비교  유효하지만 C2H4에 비해 정 정 도가 떨어지는 가스이나

[10], 2008년 이후 정결과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CH4의 고장원인 분포 내역(2008년 이후) 

Fig. 6 Fault Distribution of Internal Inspection by CH4    

그림 7의 H2는 코로나 는 부분방  발생 시 주로 생성되는 

가스로 C2H2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 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고장원

인을 찾기 어렵다. 특히, H2는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가스농도 값

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설비는 시료채취 시 신 히 채취하

여야 한다. 한, 수도권 지역의 지하복합변 소 변압기에서 H2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압기 기 설치 시 난연유를 충분히 여

과  탈기 작업을 하지 못하고 가압하는 경우 H2가 많이 증가하

는 경우가 있었다. 정 검은 4건이 있었으며 그 에서 2건은 특

이사항이 없고, 1건은 방 상, 1건은 이 지가 발견되었다.   

그림 7 H2의 고장원인 분포 내역(2008년 이후)

Fig. 7 Fault Distribution of Internal Inspection by H2    

2.3 가스분석결과와 내부 검 결과비교

그림 8의 (a)는 2008년 이 의 가스분석결과를 토 로 각 가스

별 고장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비정상으로 정된 주된 원인이 

되는 CO와 C2H6는 정 검 시 고장의 기 원인을 찾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CO는 정 검의 원인

으로 35%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2008년 이후부터는 

련 기 을 개정하여 용하 다. 그림 8(b)의 2008년 이후 

정 검 실 을 토 로 각 가스별 고장 원인분포를 검토한 

결과 CH4에 의한 고장 발견율이 제일 높았으며, C2H4에 의

한 발견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CH4의 경우 이 지와 

탄화흔  발견 등 검 시 이상개소를 발견하여 모두 조치

하 으며, C2H4의 경우 체 9건  5건에서 이상을 발견하

고, 이 가스는 보호계 기 동작으로 이상이 검출된 기기의 

부분에서 수백 ppm 이상 검출되는 가스로서 내부 이상의 

특징 가스이기 때문에 다른 가스들에 비해 높은 고장발견율

을 나타내고 있다. C2H6는 총 6건의 검이 시행되었는데 

이  4건은 이상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고장발견율이 30% 

정도로 낮았다. 한, C2H2의 경우는 이상 상을 구분하는데 

편리한 가스로 고온 열분해(유  ARC)시 다량 발생,  불량 등

의 과열 시에 소량 발생된다. C2H2의 발생은 ARC에 의한 발생, 

부분방 에 의한 발생, 국부과열에 의한 발생으로 구분된다. 2008

년 이후 정 검은 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 에서 3건은 특이사

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2건은 신설변압기에서 C2H2 가스농도 값이 

0.5ppm 과로 정 검을 시행한 사례로서, 신설변압기에서 내부

검으로 고장원인을 비록 찾지 못하더라도 변압기 권선내부와 

같이 육안 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선단락 등으로 큰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추 리가 필요하다. 반면 

CO는 정 검 시 고장 원인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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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가스별 고장 원인 분포

Fig. 8 Fault Distribution by Generating Gases

3. 결  론

연유  가스분석 결과에 의한 내부 검 결과를 토 로 

가스분석과의 상 성을 검토하 다. 우선, 2008년 이 에는 

CO가스의 원인으로 정 검을 한 경우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74%에 달했으나, 유 가스 리기  개정 이

후 이들 가스에 한 리방법을 변경하여 CO 가스에 의한 

검율이 35%에서 재 7% 수 으로 떨어져 가스 리기  

개정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우리가 

일반 으로 알고 있는 이상의 주요 가스들(C2H4, C2H2, CH4 

등)은 이상 정율이 높았으며, 유 가스 분석결과에 따라 

내부 검을 실시하면 이상 부 를 찾아낼 확률이 높은 가스

들이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C2H6의 경우는 내부 검결과 

이상을 발견할 확률이 낮으므로 가스 리기 에 한 재설

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가스 분석에 의해 

내부 검을 실시한 결과와 가스 발생특성을 비교하여 데이

터를 축 하면 주 원인이 된 가스에 의해 검 시 어느 부

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측하여 검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는 변압기 연유  용존가

스 분석에 의한 내부 검 결과를 토 로 원인가스별 발생패

턴의 정량화를 해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가령 C2H4

의 경우 이에 의한 검비율이 높으므로 가스분석결과를 유

형별로  리하여 이상개소를 사 에 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변압기 방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한 에서는 향후 변압기 검 데이터의 축  후 각 

가스별 고장발견개소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 로 이상 개소를 사 에 측하여 진단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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