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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a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in 

DC Sub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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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Park․Ho-Sung Jung․Chulmin Park․Soon-ho Jang)

Abstract - The mold transformer is a complex and critical component of DC substations in Metro system. In this paper, 

a cost effective and intelligent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in DC  substations was developed. 

This paper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anagement program using PD (partial discharge) data on mold 

transformers. Prior to application of the proposed system to Metro DC substations,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the 

metro line substation located in Seoul and presented case studies for the use of the intelligent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 in DC substations. The experiment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veloping system can be need 

in helping mange the risk of unexpected failure of mold type trans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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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도시철도 DC 변 소는 지하철  경 철에 안 한 력

공 을 한 기본 인 설비로 재 국내의 경우 지하철은 

DC 1,500V를 차량에 공 하고 있고, 경 철은 DC 750V  

국외는 DC 3,000V까지 사용하고 있다[1,2]. 한 DC 력

설비는 기자동차의 도입과 규모 공장설비  DC 그리

드망을 이용한 송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거나 계획되고 

있다[3]. 이러한 DC 력설비는 변 소가 무인으로 운 되

므로 력설비 자체의 온라인 상시감시  자기진단을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각 설비별로 산재되

어 있어 종합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4]. AC 변 소의 경우 설비의 열화상

태  그 경향을 악하여 부 합한 상태를 악하고 그 기

능의 노후화 정도를 악하여 유지보수와 개량을 수행하고 

있다[5]. 그러나 DC 변 시스템의 경우 DC 력시스템만의 

독자 인 력기기와 압이 상 으로 낮고 몰드타입의 

변압기와 같이 재 AC 변 소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므로 실용  상태분석 기법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6]. 최근 몰드변압기의 고장은 제

조시 결함으로 추정되는 소손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

철도 몰드변압기 사고시에는 피해범 가 크고 복구에 필요

한 시간과 비용이 크므로 방진단  온라인 진단을 통해 

실시간 상태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몰드변압기는 연 괴에 

한 진단  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내부 보

이드 는 제조결함을 효과 으로 진단하기 해서는 민감

도가 높은 부분방  검측 시스템이 요구된다. 변압기의 

사고 요인인 내부 이상을 가장 효과 으로 단하는 방법

 하나로 내부 부분방 을 빠른 응답특성과 미소량 측정이 

가능한 부분방  특성법이 있다[7]. 이  음 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용량의 변압기에는 사용되지만 DC 력

설비와 같이 상 으로 낮은 용량의 변 기기에서는 노이

즈와 정확도 면에서 커 링 센서를 이용한 부분방  특성 

검측법이 운   진단에는 최 으로 단되고 있다[8]. 특

히 유 가스 분석등이 몰드타입의 변압기에서는 용이 어

렵기 때문에 운 에 효과 으로 열화상태를 악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DC 변 소의 주요 력 설비인 몰드변압

기의 상태진단 시스템 구 에 하여 기술하 다. 특히 최

의 교체시기를 지원하기 한 도시철도용 몰드변압기 실

시간 상태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에 용하고 수집된 진단 

data의 장과 네트워크 기반 기술 구 에 하여 기술 하

다. 본 논문에서 부분방 을 이용한 상태모니터링 기술은 

변 소가 많고 용량인 도시철도에 합한 운  진단 방

법으로 향후 경제 인 상태 진단  감시 방식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 된다. 

2 . 본  론

2 .1  몰드변압기 온라인 상태 감시 시스템 장치 구성 

몰드변압기 온라인 상태 감시시스템은 운  에 실시간

으로 재의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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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이다. 일반 으로 도시철도 압은 

일반 력계통(한 )으로부터 수 하는 특별고압(22.9kV)의 

교류 기를 철용 변 소 변압기에서 한 압으로 강

압(1,200V)하여 정류기에서 직류(1,500V)로 변환, 차선로

에 직류 력을 공 하여 운 을 하는 방식을 직류 방식

이라 한다. 사용 압으로는 600V, 750V, 1,500V, 3,000V 등

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500V 압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 변 소의 간격은 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략 4～

10[Km]마다 설치, 운용하고 있다. 변성설비계통은 수  모

선으로부터 AC 3상 22.9kV을 교류 차단기 52-1,2,3을 경유

하여 정류용 변압기 1차측에 가압하면 2차에서는 AC 3상 

1,200V 변성되어 실리콘 정류기 1차측에 가압된다. 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의 측정 규격은 IEC60270 부분방  

측정규격을 용하 다[9]. 하드웨어 장치는 총 6개의 입출

력 단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부분방  센서로부터 신호 입력

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호 입력 단을 통해 진단할 입력단을 

선택하고, 각 상에 설치된 센서에서 검출된 부분 방  신호

는 증폭 단과 필터를 거쳐 부분 방 신호의 크기를 변환하

고 부분 방  신호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한다. 한 음극신

호를 분배기(Divider)에서 구분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로 A/D 컨버터를 통해 디지털화되어 변환한다. 최종 데이

터는 무선 는 유선으로 TCP/IP를 이용하여 서버에 송

하여 분석  진단을 수행하도록 하 으며 그림 1에 몰드변

압기 이상검출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몰

드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 을 하여 센서부분, 

DAS(Data Aquisition System)와 CCU(Communication Control 

Unit)부분 그리고 서버(Server)로 구성하 다. DAS는 기

설비 원격감시를 한 방진단 시스템의 실제 용 상인 

몰드변압기의 부분방  측정을 한 커 링 센서로부터 측

정하고 데이터를 취득하여 CCU가 인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송하는 장치이다. CCU는 DAS의 모든 데이터베

이스를 리하고 통신을 하는 장비로 서버에 Optical LAN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1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 구성

Fig. 1 Plot of partial discharge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Web 서버로 구축되고, CCU로

부터의 각종 운  데이터를 수신하여 기설비에 설치된 센

서나 이상검출장치의 데이터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데이

터의 값이나 데이터의 변화경향으로 기설비의 이상을 

검출하여 경보를 발생한다. 한 서버에는 진단을 한 

문가시스템이 설치되어 모니터링 로그램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는 운 자의 요구에 의해 이상의 원인

과 이상의 정도를 진단하는 로그램으로 문가의 진단지

식을 지식 베이스에 구축하여 추론한다. 한 감시시스템의 

확장성  장 이블의 최소화를 해 유비쿼터스 센서네

트워크(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기법을 도입하

여 장에 통신 노드 형태로 용, USN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취득 장치(SMU : Signal Merging Unit)로 취

득한 정보를 송하도록 구성하 다. 장치는 크게 센서 노

드와 통신 노드로 구분되어진다. 센서 노드는 각 R, S, T 3

상의 1차측과 2차측 압  류, 그리고 2개의 온도 측정 

Module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통신 노드는 최  

48 까지의 센서노드를 연결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로토콜

화하여 데이터 취득 장치(SMU)로 무선 통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표 1에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세부 규격을 나타

내었다. 표 1에서와 같이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6개의 커 링 센서 입력 채 을 갖고 있으며 8bit ADC, 

420ns Conversion Time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한 필

터는 3MHz～100MHz 역을 갖도록 설계하 으며 기타 

CPU등 상세사항은 표 1과 같다. 도시철도 운 기  력설

비 담당자들은 변압기의 온도를 상시 검 우선순 로 보고 

있는 것으로 운 기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10]. 이러한 

이유는 온도 상승의 원인이 변압기 내부이상 발생과 과부하 

등의 기기이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변압기의 상태 감시진단

에 가장 효율 인 검항목으로 단하기 때문으로 그 외 

변압기의 상시 검 항목으로 보호계 기 연동시험, 연

항, 부분방  항목을 주요 검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항 목 SPEC. 비고

입력 6 Channel Coupling 센서

입력 임피던스 50Ω

CPU TMS320VC33-150 
Floating point 

DSP

통신 Interface Ethernet(TCP/IP) 무선, 유선 병용

Filter Band 3 MHz～100 MHz

Zero-Cross 입력 원 60 Hz 신호  검출

ADC
8bit ADC, 420ns 

Conversion Time

Sampling 3600point/60Hz

Memory

512K 8 Bit Flash ROM 

512K 32 Bit High Speed 

Static RAM 

입력 원 AC 220V, 60 Hz

외부
경보 Display LED 

원 통신 상태 표시 LED

표 1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감시시스템 세부규격[4]

Table 1 Specifications of partial discharge fault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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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PEC. (6.6kV) SPEC. (22.9kV)

정 용량 100pF 1,000pF

내 압 특성 50kV 以上 50kV 以上

과 압시험

(IEEE1043)
13kV, 1500hours 30kV, 2500hours 

부분방  개시 압 

[3pC]
18kV 以上 35kV 以上

건조섬락 압 40kV 以上 95kV 以上

상온 

유 정 (운 압)
0.3% 以下 0.25% 以下

측정주 수 역 9～100MHz 10～100MHz

표 2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감시시스템 커 링 센

서 규격

Table 2 Coupling sensor specifications of partial discharge 

fault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2 .2  몰드변압기 온라인 상태 감시 시스템 센 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의 신

호 측정부는 크게 도시철도 몰드변압기의 기본 상태를 악

할 수 있는 상태이상검출장치와 연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방  이상검출장치 2가지로 구성하 다. 그림 2에 몰드

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센서항목을 나타내었다. 몰드변

압기의 기본 상태를 악을 한 이상검출 장치의 센서는 

주변 환경 온도를 측정하는 외기온도계, 설비의 표면 온도

를 측정하는 외선 온도 Module, 상 설비의 1차측과 2차

측의 압․ 류를 측정하는 PT와 CT로 구성된다. 3가지 

센서를 통한 상태 이상검출 장치의 측정 결과는 각 진단 기

치를 통하여 정상-이상 상태로 정된다. 몰드변압기에 

한 실시간 부분방  측정시스템을 구축  이상상태 진단

은 인출단에 직  센서를 부착하는 식 센서를 선정 2종

류(6.6kV   22.9kV )의 센서를 사용하여 부분방  이상

검출장치를 설계하 다. 부분방  검출센서는 재 6.6kV  

80pF EMC 센서가 가장 많이 보 되고 있으며, 센서의 주

수 특성, 요구되는 내 압 특성은 15kV․rms 이상, 8kV 

압 인가시 부분방  발생량이 3pC 이하의 특성을 가진다.  

한 EMC의 구조는 Capacitor 부분은 마이카 연

(t=0.3mm)에 속 극(t=0.025mm)을 부착하여 직병렬회로

를 구성한 형태에 외부까지 에폭시로 함침하여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기연구원에서 기존 EMC 센서를 개량

하여 몰드변압기 용으로 제작한 22.9kV  센서와 6.6kV

 센서를 용할 수 있도록 몰드변압기 부분방  장치를 

구 하 으며 변압기 이상검출장치에 용되는 각 센서의 

규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부분방전
By Coupling

적외선적외선 온도계온도계

변압기 및 주변연결 부위가
열화에 의해 발열되는 현상
을 측정

유지보수 지원 및
외부 절연상태 측정

CT, PT (or from SCADA)CT, PT (or from SCADA)
부하에 따른 전압 전류의 변화를 측정

유지보수 지원 및 변압기 Stress 측정

Coupling Coupling SensorSensor
변압기의 절연상태를 계측하기
위해 Coupling 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전 측정

부분방전
By Coupling

적외선적외선 온도계온도계

변압기 및 주변연결 부위가
열화에 의해 발열되는 현상
을 측정

유지보수 지원 및
외부 절연상태 측정

CT, PT (or from SCADA)CT, PT (or from SCADA)
부하에 따른 전압 전류의 변화를 측정

유지보수 지원 및 변압기 Stress 측정

Coupling Coupling SensorSensor
변압기의 절연상태를 계측하기
위해 Coupling 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전 측정

부분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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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적외선 온도계온도계

변압기 및 주변연결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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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지원 및
외부 절연상태 측정

CT, PT (or from SCADA)CT, PT (or from SCADA)
부하에 따른 전압 전류의 변화를 측정

유지보수 지원 및 변압기 Stress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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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의 절연상태를 계측하기
위해 Coupling 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전 측정

그림 2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센서 항목

Fig. 2 Monitored items of real-time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mold transformers

2 .3 몰드변압기 온라인 상태 감시 시스템 알고리즘 구성

그림 3에 모니터링 로그램을 나타내었다. 로그램은 

기화면과 상별 트랜드 분석  2D와 3D몰드변압기 부분

방  측정시스템에서 측정되어진 부분방  펄스 신호에 포

함되어 있는 외부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한 알고리즘 구성

을 나타내었다. 일반 인 측정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필터

를 통과하여도 제거되는 않는 외부잡음 성분의 경우 부분방

 펄스 신호와 함께 측정되므로 부분방  상 측정의 정

도를 감소시키도록, 디지털 부분방  측정용 잡음제거 알고

리즘을 구   시연 가능토록 제작하 다. 한 몰드변압

기 실시간 진단을 한 알고리즘의 흐름은 각각의 진단 센

서를 통해 력설비의 기본 상태( 압, 류, 온도), 부분방

 발생 상태를 분석하여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력설비를 

진단하고 각각의 진단 결과가 요주의와 험 신호가 발생하

을 때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 다. 변압기 부분

방  이상검출장치의 자체 시험은 커 링 센서 입력측에 펄

스 발생기를 이용, 모의 부분방  신호를 입력하여 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각각 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 , 분석 

HMI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 잡음 제거 알고리즘

Fig. 3 Noise filter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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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의 그래  표시

가 가능하도록 하 다. 기화면은 변압기 부분방 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부분방 , 동작 류, 온도, 

습도등의 data를 모니터링 한다. 한 알람 기능을 추가하

여 재의 상태에 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 고 과거

이력등 다양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몰드변압기 측

정값의 이력 조회  트랜드 분석에서는 각 포인트 별로 그

래 로 볼 수 있도록 하 고 세부 분석을 해 2D와 3D로 

각각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a) 기화면

(a) Initial screen

 

 

(b) 상별 Trend

(b) Trend of each phase

(c) 2D 분석 그래

(c) 2D analytical graph

 

 

(d) 3D 분석 그래

(d) 3D analytical graph

그림 4  모니터링  진단 소 트웨어 화면

Fig. 4  Screen of monitoring/diagnosis software

2 .4  몰드변압기 온라인 상태 감시 장 시험 결과

그림 5에 몰드변압기 온라인 감시를 한 장시험 구성

도를 나타내었다.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 장

시험을 해 세라믹 커 링 센서를 이용한 몰드변압기 온라

인 부분방  진단장비로서 몰드변압기 1 의 1차측 3상과 2

차측 3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이상검출장

치 하드웨어, 세라믹 커 링 센서, 터미  박스, 분석용 서

버, 모니터링  진단 소 트웨어로 구성하 다. 감시시스템

은 서울메트로 내의 지하철 2호선 림 변 소 SR-T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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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와 3호기에 각각 설치하 고 센서의 경우 각상에 커

링 센서를 부착하 으며 이상검출장치는 비교를 하여 별

도의 시스템을 각각 부착 이후에 서버에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림 5와 같이 구성하 다.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를 한 장시험은 재 운행 인 지하철 2호선 림

역 변 소에 설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안정된 

상태의 값이 모니터링 될 수 있으나 운 의 외부노이즈, 

정상상태에서의 부분방  경향 분석등 실제 인 효과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장 설치는 센서 설치, 이블 포설, 부

분방  이상검출장치 설치, 분석용 서버 설치 순으로 진행

하 고 시스템 설치 후 Calibrator를 이용하여 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한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 측정 

결과 분석은 계속 데이터 측정  장(자동), 상시 모니터

링  이상 발견시 타 진단장비 사용과 별도 확인이 가능하

도록 하 고 4개월 이상의 데이터 획득 시험을 수행 하 으

며 부분방 검측 시스템의 Calibrator와 자체시험에 한 내

용은 별도의 논문으로 보고한바 있다[4].  

그림 5 몰드변압기 실시간 감시를 한 장시험 구성도

Fig. 5 Configuration of field test for real-time monitoring of 

mold transformer

변압기 부분방  측정은 연열화의 요인으로 측정되는 

일반 인 요소이며, 이 부분방 은 설치 시부터 측하여 

분석하며 측정 시 나타나는 부분방 의 증가율은 연열화 

징후를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연열화 징후를 나타내는 부분방 에 한 진단 라미

터는 변압기의 온도증가  오손에 의한 부분방 의 증가 

상이 일시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구분해야 한다. 

변압기 부분방  진단 기 치는 일반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진단장비 제작사마다 다르게 용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정량화된 크기와는 계없이, 신호의 변화 트

드를 분석하여 이상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변압기 실시간 

감시를 한 센서 장착은 몰드변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세라믹 커 링 센서로부터 신호선(RG316 이블) 

길이가 10m 이내의 거리에 치하도록 하 다. 한 세라믹 

커 링 센서를 몰드변압기의 동편자에 홀을 뚫어 직  취부

하는 방식으로 하 다. 터미  박스는 상 몰드변압기에서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서지로부터의 보호가 주목 으로 서지

가 유입될 시 간에서 하드웨어에 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

하는 역할을 하며 몰드변압기 부분방  이상검출장치 측 신

호선 이블을 맨손으로 하더라도 서지로부터 안 하도

록 하는 장치이다. 몰드변압기 근처에 센서 연결된 신호선을 

3상을 각각 순서 로 연결하고 반 편에 같은 상을 연결하

다. 지 방법은 Ground 지를 외부 지에 연결하여 공통 

지가 되도록 하 다. 장 측정 이후에는 센서  이블 

연결 확인 방법을 해당 센서로부터의 인출 이블과 말단의 

커넥터를 오실로스코 에 연결하여 형검출 여부를 확인하

다. 그림 6에 림 변 소 몰드변압기 부분방  장시험 

결과 그래 를 나타내었다. 몰드변압기의 운  조건은 권선 

온도상승은 최  80℃이며 시험 결과 2개의 몰드변압기 모

두 부분방 의 크기가 낮고 트 드 변화가 미비하여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분방 의 크기는 250pC이상으로 내

부 코로나  보이드 방 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

오는 노이즈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

이즈를 제거해본 결과 간헐 인 발생이 있으나, 변압기 내부

발생보다는 변 소 지선등에서 발생되는 외부 신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부에서 부분방 이 발생된다면 일정

이상의 값이 계속 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4개월간의 트랜드 

분석 결과 이러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운

 부분방  진단시스템의 잡음 기법은 간헐 으로 일어나는 

잡음의 효과 인 제거를 해 패턴기반등 연구가 되고 있으

므로 향후 이러한 잡은 제거 기법을 용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된다[10]. 

(a) 림 변 소 몰드변압기 2호기

(a) Dae-rim substation 2
nd

 mold transformer
 

(b) 림 변 소 몰드변압기 3호기

(b) Daerim substation 3
rd

 mold transformer

그림 6 도시철도 림 변 소 몰드변압기 실시간 부분방  

특성 결과 그래

Fig. 6 Results of real-time partial discharge of mold 

transformer at Metro Dae-rim sub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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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이즈 제거 

(a) Before noise filter

 

(b) 노이즈 제거 후

(b) After noise filter

그림 7 도시철도 림 변 소 몰드변압기 2호기 실시간 부

분방  분석 그래  

Fig. 7 Analytical graph of real-time partial discharge of 2
nd

 

mold transformer at Metro Dae-rim substation

(a) 노이즈 제거 

(a) Before noise filter 

(b) 노이즈 제거 후

(b) After noise filter

그림 8 도시철도 림 변 소 몰드변압기 3호기 실시간 부

분방  분석 그래  

Fig. 8 Analytical graph of real-time partial discharge of 3rd 

mold transformer at Metro Dae-rim substation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 변 소 몰드변압기의 실시간 진단시

스템 구성  장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총6개

의 입출력 단으로 구성하 으며 커 링 센서를 변압기 각 

상에 설치하 으며 검출된 부분 방  신호는 증폭 단과 필

터를 거쳐 부분 방 신호의 크기를 변환하고 부분 방  신

호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도록 하 다. 장시험은 서울메

트로 내의 지하철 2호선 림 변 소 SR-TR 2호기와 3

호기에 각각 설치하 고 이상검출장치는 비교를 하여 별

도의 시스템을 각각 부착 이후에 서버에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시험 결과 2개의 몰드변압기 모두 

부분방 의 크기가 낮고 큰 트 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

다. 각 몰드변압기의 최 부분방 을 2D그래 로 분석한 결

과 노이즈 제거 기법을 통해 외부 상에 의한 특징이며 내

부에서의 부분방  발생 향은 거의 없이 안정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몰드변압기 부분방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지속 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와 소규모 빌

딩 변 소등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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