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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부하조건에서의 3상 몰드변압기 진동 측정과 분석

The vibration detection and analysis of 3-phase cast resin transformer in 
less than 50% load conditions

송 길 목†․방 선 배*․김 종 민*․김  석*․최 명 일*

(Kil-Mok Shong․Sun-Bae Bang․Chong-Min Kim․Young-Seok Kim․Myung-Il Choi)

Abstract  -  In this paper, we were analyze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phase cast resin transformer using 

less than 50% of load in the field. Most of the cast resin transformer is less than 50% in the domestic field is used for 

load conditions. Consisting of a solid insulator cast resin transformer is generating lots of noise and vibration. In 

addition, because it is affected by Joule 's heat is used in light load conditions. As a results, the transformer vibrations 

at frequencies below about from 200Hz to 500Hz were detected. Vibration velocity depends on the load variations were 

found. Load up to approximately 20-30% in most cases the vibration velocity was found at 4,000 ㎛/s or less, 8,000 ㎛/s 

or more. Vibration frequency at light load conditions were generated at the 120Hz, 240Hz, 360Hz and 480Hz. At the load 

condition of from 10% to 20%, vibration velocity is higher than another. Most of the vibration velocity were identified at 

the 1,000 ㎛/s or less. Using the vibration frequency and velocity measurements data, the load on the cast resin 

transformer analyzed the correlation of the burden. Therefore, this data could be found in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light-load conditions. If the field measurements using the data perform diagnostics on the transformer, it's expected 

to be ver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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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설비를 안 하게 운 하는 가장 요한 목 은 안

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설비고장, 정 , 폭발

에 의한 주변 향, 인체에 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하는 패

닉 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력설비의 안 이 확보

되지 않으면, 산업시설은 생산의 차질과 막 한 경제  손실

을 래한다. 따라서 설비진단은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하는 수 에서 벗어나 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력설비는 1960년 이

후부터 증가하여 1980년 에 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부하

설비가 용량, 첨단화되면서 그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에 지의 이상상태를 감시하고 한 

조치를 취하기 하여 정기  는 부정기 인 진단이 필요

한 실정이다. 몰드변압기는 유입변압기에 비해 안 리자

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간편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몰드변압기가 이상이 발생하여 계통에 향을 

주는 사고동향에 있어서 과거에는 균열, 축열, 보이드에 의

한 연 괴 등 제조상의 결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

나 최근에는 생산기술이 발달되어 제조상의 결함에 련된 

사고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지속 으로 사용되는 동안 부하

의 특성에 따라 기계  특성이 변하면서 몰드변압기의 고유

진동주 수가 변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하에서 발생하는 주

수와 결합하여 공진을 일으켜 공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

정되는 사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1],[2]. 몰드변압기에 의

한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고장 는 사고원인에 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3]. 본 연구는 몰드변압기의 특성상 

부하 이상 는 정상의 상태에서 코일의 진동이 에폭시수지

에 달되어 외부로 달되는 과정에서 이 를 이용하여 

비  방식에 의한 진동을 측정한다. 국내 장에 설치되

어 있는 몰드변압기의 사용에 있어서 50% 미만의 부하 조

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여 주 수변환을 실시하

다. 측정된 자료는 주 수 변환을 통해 진동이 발생하는 주

수 역에 한 해석과 부하조건에 따른 몰드변압기 진동 

경향을 악하는데 매우 효과 이었다. 이  진동검출에 

의한 방식으로 측정자의 안 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에서

의 몰드변압기 진동에 한 안 리 측면에서 매우 효과

인 자료가 될 것으로 단된다.

2. 몰드변압기 고장 는 사고에 한 장 실태

몰드변압기는 설치조건이나 제조상태에 따라 균열, 손 

는 소손에 이르는 다양한 사고원인을 가지고 있다. 사고

의 방을 해서는 연성능검사 는 설치상태의 검사 등 

선행  안 검사가 요구되며, 사용 에서는 상태감시를 통

해 신속하게 이상징후를 검출하여 정 사고를 최소화하거나 

설비사고의 이나 2차 인 기화재로 이되는 것을 차

단하여야 한다. 한국 기안 공사[4]에서 조사된 국내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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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b) schematics

그림 3 진동측정을 한 장치 구성도

Fig. 3 Experimental diagram for vibration measuring

변압기의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사고 치에 한 비율을 정

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몰드변압기의 사고발생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고압 측 에폭시 부분과 고압 측 

코일 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압 측에서의 사고분포가 

체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몰드변압기의 사고분포 특성

Fig. 1 Characteristics on accident portion of cast resin Tr 

parts

따라서 몰드변압기의 내부 는 외부 향에 의해 소손되

는 과정에서 기의 조징후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  

진동신호를 효과 으로 검출하고 분석하여 기화재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기존의 진단방법은 고주

 류 로 (HFCT; 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를 활용한 부분방  진단과 열 를 이용하거나 열화상 카

메라를 이용한 온도상승 확인 등이 이용되었다. 몰드변압기

는 고체 연을 하여 사용되는 정지기로서 부하의 상태와 고

체 연체의 진동에 의한 균열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취

약하다[5],[6]. 일반 으로 몰드변압기는 내부 이상신호가 발

생하여 연체에 달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 

는 열에 의한 발열이 발생된다. 따라서 변압기의 변형

이 되기  확인이 가능한 진단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a) crack

(b) electrical fire(secondary disaster)

그림 2 몰드변압기 고장 는 사고 유형

Fig. 2 Fault or accident types of cast resin Tr

몰드변압기는 내화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에 지에 의해 

소손될 때는 강력한 열에 의해 화재로 진 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사고 몰드변압기를 조사하면, 내부의 코일부분에

서 지속 인 열팽창과 수축에 의한 스트 스와 고조 에 의

한 진동이 원인이 되어 연재 외함에 균열이 발생하여 사

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진다[7],[8]. 고장 는 사고를 미연

에 방하기 해서는 열  는 기계  피로에 의해 발생

하는 진동을 효과 으로 측정하고 리하는 방법이 최선이

다. 진동센서를 활용한 설비진단기술은 기설비 진단  

모니터링 분야에서의 사업확 가 가능한 분야이다. 본 기술

의 장 은 비 괴 검사기술로서 국내의 취약한 설비환경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리하는 데 매우 효과 인 것으

로 나타나 있다. 재의 몰드변압기 진단기술로서는 열화상 

진단, 연성능평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조징후를 

신속하게 검출하여 정확한 단을 통해 고품질의 기안  

서비스를 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하의 사용에 따라 몰

드변압기는 진동변화가 발생하므로 진동 검출 방식에 한 

신뢰성과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몰드변압기 소손에 의한 기재해 확산이 크며, 본 기술

의 개발로 기재해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안  측면에서 매우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3. 몰드변압기 장실측 구성과 분석

3.1 샘 링 방법과 데이터 취득장치 구성

데이터 취득 장치와 방법은 국내 장에서 쉽게 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진동검출장치는 이 를 이용하 다.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이  발생  검출장치를 이용하

여 일정 주 수로 변압기 표면에 이 를 보낸 후 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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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phase

(b) V phase

(c) W phase

그림 5 150kVA 3상변압기에서의 고압 측 진동 측정

Fig. 5 Vibration measuring data at HV side of 150kVA 

3phase Tr

는 특정주 수를 받아 기존 주 수와 비교하여 변압기의 진

동을 검출한다. 이 의 주 수 측정범 는 40kHz이며, 기

계 진동에 의한 주 수는 부분 1kHz 이내에 속하므로 데

이터의 신뢰를 해 2kHz 범 내에서 측정하 다.

속도범 는 ±2,400mm/s이며, 측정 상물의 거리는 400mm

에서 10m까지 가능하다. 시스템의 장 은 비 식으로 진

동검출이 가능하여 측정자의 안 과 노이즈가 매우 다는 

장 이 있다.

데이터를 추출하여 장하고 분석하는 장치는 장에서 

실측하면서 주 수변환된 부분을 실측 데이터와 함께 취득

하 다. 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총 60개로서 부하변동에 

따라 동일 장소를 2회 측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22.9kV 수 설비  측정 상 몰드변압기는 용

량이 체 으로 약 100kVA에서 300kVA 범 의 것을 선

택하 다. 장에서 설치 운  인 3상 몰드변압기  50% 

미만의 경부하 조건에서 운 되는 몰드변압기를 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때 실측데이터는 주 수변환이 

된 결과치에 의해 약 2kHz 범 내에서 찾아낸 진동주 수

에서의 진동속도를 장하 다.

그림 4 3상 몰드변압기 장 측정  분석 개략도

Fig. 4 Field measurement and analysis schematic in 3phase 

cast resin Tr

본 실험의 목 은 몰드변압기를 측정한 진동을 통해 부하

조건별 이상상태를 진단하기 하여 건 성이 확보된 몰드 

변압기의 진동주 수에 한 표 모집 부분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분석을 통해 부하변동이나 이상부하가 발생하여 

진동주 수에 향을 미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므로 향후 진단기법의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3.2 장데이터의 실측  주 수 변환

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주 수 변환하여 비교하 다. 

부하는 부분 등  열부하에 해당되며, 일부 산시스

템이 운 된다.

측정은 부하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 변압기에 일정 

기간을 두어 측정되었다. 변압기 용량은 150kVA이다. 부하

변화는 약 5%에서 15% 범 내에서 측정하 다. 진동속도는 

120Hz, 240Hz, 360Hz, 480Hz 등의 주 수에서 검출되었다. 

120Hz를 심으로 하는 진동주 수에서의 진동속도가 검출

되는 것은 내부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왜진동에 련된 것으

로 추정된다. 한, 각 상의 부하 조건에 따라 진동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압기의 진동속도변화는 

특정변압기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장실측

을 통해 진동 속도에 한 트 드를 리할 필요가 있다. 

변압기 용량이 2배 높은 경우의 300kVA 3상 몰드변압기에

서 약 5%에서 15%의 부하변화에 응한 진동주 수 변화

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3.3 주요 인자 추출  분석

진동주 수에 따른 진동속도와 부하의 연 성을 확인하기 

하여 3축 그래 에 표시하 다. 진동속도는 부분 500Hz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하변동은 약 2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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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phase

(b) V phase

(c) W phase

그림 6 300kVA 3상변압기에서의 고압 측 진동 측정

Fig. 6 Vibration measuring data at HV side of 300kVA 

3phase Tr

그림 7 진동주 수, 진동속도  부하의 상 성

Fig. 7 Correlations of vibration frequency, velocity and loads

 

(a) frequency, load

(b) frequency, velocity

그림 8 진동주 수에 따른 진동속도 는 부하변동에 한 

상 성

Fig. 8 Correlations of vibration velocity or load variations in 

according to frequency

만에서 진동속도가 검출되었으며, 진동속도에 한 분포가 

가장 크게 검출되는 주 수는 120Hz와 240Hz에서 확인된다.

진동주 수와 부하변동에 한 상 성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 8(a)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경부하에서는 진

동주 수가 120Hz에서 500Hz, 약 5%에서 30% 이하의 부하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동주 수와 진동속도의 

연 성에 해서 보면, 부분 진동속도는 1,000㎛/s 미만에

서 검출되었다. 일부 변압기에서는 진동속도가 10배 높은 경

우도 있으므로 향후 특이진동에 한 정 분석이 요구된다.

부하변동에 따른 진동 특성 분포를 확인하 다. 부하의 

부담에 하여 변압기 용량에 따른 부하정도를 평가하여 

10% 미만, 10%에서 30%, 30%에서 50%까지의 부하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진동주 수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하의 부담정도가 10%에서 30% 정도인 경우에는 

몰드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주 수의 범 가 약 1kHz까

지 진동속도가 검출된다. 그러나 부하의 부담정도가 상

으로 높은 30%에서 50%범 에서는 진동주 수가360Hz까지

에서 진동속도가 검출된다. 진동속도 크기에 한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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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부하의 상태에 따라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9에서 확인된 사항을 요약하면 진동주 수가 같

더라도 부하의 상태에 따라 진동속도의 크기는 다름을 확인

하 다. 부하가 약 20%에서 30%에 이르는 경우의 진동속도

는 200Hz에서 500Hz 범 에서 부분 4,000㎛/s 이하이거나 

8,000㎛/s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몰드변압기에서 발생하

는 진동상태를 검출하여 부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

속도를 분석하게 되면 일정범 를 과하거나 미달인 경우

의 범 에서 일반 으로는 변압기의 상태에 한 특이상태

를 확인하는 정 진단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하사용

량이 증하면서 50% 이상의 부하조건에서도 진동주 수와 

진동속도의 상 성을 분석하여 단한다면, 몰드변압기의 상

태를 상시 진단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9 부하변동에 따른 진동 특성 분포

Fig. 9 Distribution of vibration characteristics due to load 

variation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3상 몰드변압기 

 50% 미만의 부하를 사용하는 변압기만을 선택하여 진동 

특성을 측정하 다. 국내 장에서는 몰드변압기의 사용조

건이 부분 50% 미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을 감안하여 

50% 미만에서의 장 실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부하

조건에 따른 몰드변압기 진동 경향을 악하는데 매우 효과

이었다. 그러나 진동측정의 정성에 해서는 많은 데이

터의 해석이 요구된다.

주 수 분석을 통해 120Hz에서의 진동과 부하와의 상

성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부하

변동이나 내부의 고조 에 의한 향은 고체 연체에 해 

많은 진동 향을  것으로 악되기 때문에 이에 한 실

험  연구와 검증이 요구된다. 본 데이터는 장에서 측정

된 데이터의 일부로서 부하의 상태 변동에 한 상세한 연

구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한 항부하 

조건이나 무부하 조건에서 나타나는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실험구성이 요구된다. 장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원품질에 한 다양성, 부하특성, 설치환경이

나 주변환경에 의해 변압기 진동 특성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진동주 수와 속도를 분석하여 몰드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부담에 한 상 성을 확인하여 경부

하 조건에서의 진동 특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었다. 50% 

이상의 부하조건이나 과부하 조건을 지속 으로 측정하여 

분석한다면, 몰드변압기의 상태진단을 하는데 매우 효과 일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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