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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몰드변압기는 근래에 난연성, 환경친화적인 특징들로 인하여 배전급 및 전철전력용에서 사

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몰드변압기 진단에 관한 기술은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 부분방전 

측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전철전력용 몰드변압기의 경우 그라운

드 진동, 고주파 성분 등 일반 배전급과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적합한 감시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열화 검출이 가능한 멀티 감시를 제안하였고, 

모의 열화장비 제작과 시험을 통해 제안한 몰드변압기 열화검출을 위한 멀티감시 방법의 유용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몰드변압기, 열화검출, 멀티감시, 철도전력

1. 서 론

국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배전 이하의 부

하에서 몰드변압기 사용이 시작되어 최근에

는 난연성, 친환경적 특성들로 인하여 폭 넓

게 적용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화재에 대

비하고자 몰드변압기 및 건식변압기의 적용

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KORAIL에서도 

SSP 등을 중심으로 전기철도 급전용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철전력 

시스템의 경우 고조파 성분에 의한 절연물 

열화가 가속화되고, 전철에 따른 지속적인 

진동에 영향이 있는 등 일반 몰드변압기와는 

운전환경이 상이하여 이에 적합한 몰드변압

기 열화검출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몰드변압기의 열화를 검출하

기 위해서 전기적, 기계적, 열적 열화에 따

른 멀티 감시를 통해 열화를 감시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몰드변압기의 열화를 검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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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몰드변압기의 고장원인 고찰

국내 몰드변압기 제작 초기에는 설계의 미

숙과 재료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잦은 제조

불량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안정화

되어 제조불량에 의한 고장빈도가 급감하는 

상태이다.

Fig.1 몰드변압기 부위별 고장 원인

몰드변압기의 고장원인을 각 부위별로 나누어 

보면, 철심에 의한 원인이 약 7.5%, 저압 측 

고장 원인이 약 17.5%, 에어덕트가 2.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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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62.5%가 고전압 측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고장의 중심에는 줄열에 의

한 영향과 진동에 취약하여 발생하는 균열이 

다수를 차지한다. 

2.2 몰드변압기 멀티 감시

기존의 몰드변압기 감시방법은 부분방전 등 

단일방법에 의한 진단기법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전철전력용 몰드변압기 고장 메

커니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어

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철전력용 몰드변압

기의 고장원인을 다양화하고, 각 고장 항목

에 맞는 적합한 센싱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멀티 센서를 이용한 감시방법을 제

안한다. 아래 표는 몰드변압기의 고장원인 

및 이에 따른 적합한 센싱 방법을 제시한 표

이다. 특히 전기철도용 전력의 경우 지반진

동 및 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관

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1 Properties of multi monitoring

상기에서 제시한 전기철도 전력용 열화원인

에 따라 몰드변압기 결함을 모의하였고, 모

의 열화된 결함을 측정·분석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2는 몰드변압기의 열화에 

따른 신호를 검출한 예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몰드변압기의 멀티측정을 

통해 다양한 고장원인별 열화 신호를 검출 

할 수 있었다.

Fig. 2 몰드변압기 열화 멀티 감시 측정파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철도 전력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드변압기의 다양한 고장원인을 도

출하였고 이에 적합한 멀티검출 기법을 제시

하였으며, 그 성능을 확인하고자 모의 열화 

장치를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몰드변압기 열

화검출 멀티 기법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상기 검출된 신호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며, 변압기의 상태와 고장원인 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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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SENSING EFFECT

Corona, Surface PD, UV Breakdown

Void PD Broken
Insufficient 

contact PD, UV, IR, VIB Over heat

Inclination VIB, IR Breakdown

Crack VIB, IR Breakdown

Ground vibration VIB Insufficient 
contact, Broken

Harmonic wave PQ, IR Broken, 
Breakd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