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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용 변압기 시험의 여러항목 중 소음은 변압기 자
체의 설계 및 함께 사용되는 냉각장치들 관련 고려되는 항목들 중
하나로서 특히 그 설치장소와 관련이 되는 값이다. 전력용 변압기의
소음측정에 관한 표준으로서는 IEC 60076-10 및 IEC 60076-10-1이
있다. IEC TC14 기술위원회는 최근 IEC의 전력용변압기 표준들 중
IEC 60076-10 소음측정 및 IEC 60076-10-1 소음측정지침의 개정안
을 완료하였으며 곧 발효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IEC 표준의 개정
안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다.

1. 서    론

변압기 소음측정은 소리의 압력(음압), 소리의 세기(음의 강도) 및
음원의 파워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표준안은 이들 측정의 표현 방
법 중 일정된 제한 내에서 소리의 압력과 소리의 세기의 등가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소리 세기 표현의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
준을 제시하였다. 개정 표준안은 소리의 압력(음압)의 경우 소리의
반사에 대한 보정절차를 시험장의 반향시간 측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주파수에 관련 계수 K의 적용을 추천한다. 소음측정방법으로서 주
변걷기측정법 및 점대점 측정, 변압기로부터의 소음측정점 간의 거
리 1m 의 추천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측정표면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식을 제시하여 측정결과에 일치를 도모하였다.

2. 본    론

  2.1 소음측정의 용어
전력용 변압기의 소음측정에 사용되는 중요용어는 다음과 같다.

Ÿ 음압(sound pressure): 음원의 존재로 인해 정적인 기압에 중첩
되는 진동하는 압력. 단위 파스칼, Pa.

Ÿ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기준 음압의 제곱에 대한 측정
음압실효값의 제곱의 비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후, 이
값에 10을 곱한 수치

여기서 P 0 = 20×10
–6 Pa (1)

Ÿ 음강도(sound intensity): 주어진 위치에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소리에너지 흐름의 크기 및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량. 단위
W/m2

Ÿ 수직음강도레벨(normal sound intensity): 기준 음강도에 대한 측
정표면에 수직인 음강도 실효값의 비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를 취한 후, 이 값에 10을 곱한 수치

여기서 I0 = 1×10
–12 W/m2 (2)

Ÿ 음향출력(sound power): 음원에서 방사도는 소리에너지의 비율
Ÿ 음향출력레벨(sound power level): 기준 음향출력에 대한 측정음
향출력실효값의 비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후, 이 값에
10을 곱한 수치

여기서 W0 = 1×10
–12 W (3)

Ÿ 기준방사면(pricipal radiating surface): 소리가 이로부터 방사되
는 것으로 가정하는 시험품을 둘러싼 가상의 표면

Ÿ 측정거리(measurement distance): 기준 방사면과 측정표면 사이
의 수평거리

Ÿ 측정표면(measurement surface): 기준방사면으로부터 측정거리에
있는 시험품을 둘러싼 표면으로 이 위에 측정경로(measurement
path) 또는 측정지점(measurement point)이 위치한다.

Ÿ 표면 치수(surface measure): 기준 표면 면적에 대한 측정표면
면적 의 비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후, 이 값에 10을
곱한 수치

여기서 S0 = 1 m
2 (4)

Ÿ 규정된 외형선(prescribed contour): 소음측정이 이루어지는 측정
표면위의 수평 경로

  2.2 서로 다른 조건에 대한 음향출력
  2.2.1 일반사항
운전 중인 변압기 음향출력의 주요 세 가지 성분은 무부하 여자
상태의 음향출력, 냉각장치의 음향출력, 부하전류로 인한 음향출력이
다. 특정 운전 조건에서의 변압기 음향출력의 표현은 이 세 가지 성
분의 로그합으로 주어진다.
  2.2.2 무부하 여자 상태에서의 음향출력
무부하 여자 상태의 음향출력은 모든 변압기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변압기의 무부하 여자 상태의 음향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적인 조건은 탭이 없는 권선에서 정격 전압으로 여자한 상태를 일컫
는다.
  2.2.3 냉각기기의 음향출력
음향출력레벨의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변압기를 정격에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냉각장치를 부착한 상태이다. 수냉식 장
비의 경우, 소음측정동안 냉각수의 흐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가변
속도의 냉각장치의 경우, 변압기 외부환경이 가장 가혹한 상태에서
정격 용량에서 변압기를 운전하기에 필요한 속도에서 소음측정을 실
시한다.
  2.2.3 부하전류로 인한 음향출력
부하전류로 인한 음향출력의 주요 성분은 주파수가 60 Hz 일 때
아래의 식으로 추정될 수 있다.

(5)

여기서
LWA,Ir : 단락조건에서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의 A 가중치 음향출력레벨의 추정값
Sr : 정격 출력 단위: MVA
Sp : 기준출력 1 MVA
계산된 값이 무부하 여자 상태의 음향출력 보다 10 dB 혹은 그 보
다 더 작다면 이의 영향은 무시해도 좋다.

  2.3 측정장비, 교정 및 정확도
모든 소음측정은 1/3 옥타브 밴드필터로 측정하고, 권선의 온도가
대기 온도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측정기기의 측정가능 주파수
대역은 정격 주파수 보다 낮은 주파수부터 20 kHz 이상의 주파수까
지를 그 범위로 해야한다. 음압레벨 측정은 IEC 61672-1 에 따른 타
입1 측정기로 하며, 그 교정은 ISO 3746:2010의 5.2절을 따른다. 음
강도 측정은 IEC 61043 에 따른 1등급 측정기로 하며, 그 교정은
ISO 9614-1:1995의 5.2절을 따른다.

 2.4 기준 방사면 및 규정된 외형선 
기준 방사면은 변압기에 사용되는 냉각장치의 타입이나 변압기 혹
은 변압이 외함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작은 배전급 변압기의 경우 규정된 외형선은 기준 방사면에서 0.3m
이격되어야 하고, 그 외의 변압기의 경우 1m를 이격한다. 운전시 강
제 공기 냉각장치와 함께 측정을 하는 경우, 공기 난류(turbulence)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외형선은 기준 방산면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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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m 이격을 해야한다. 높이 2.5m 미만의 변압기의 경우, 규정된
외형선은 그 절반 높이의 수평면위에 있어야하고, 높이 2.5m 이상의
변압기의 경우 1/3 높이 및 2/3 높이의 수평면에 각각 하나의 규정
된 외형선을 사용한다. 기준 방사면과 규정된 외형선을 변압기에 적
용한 예는 <그림 1>과 같다.

1: 규정된 외형선

2: 기준 방사면

3: 콘서베이터

D:측정 마이크 간격

x: 측정거리

h: 기준 방사면의 높이

<그림 1> 기준 방사면 및 소음측정 마이크 위치

   2.5 측정표면 면적 계산
① 측정거리 30m 이하인 경우

(6)
여기서
h : 기준 방사면 높이 단위:m
lm : 규정된 외형선의 길이
x : 측정거리

② 측정거리 30m 초과인 경우

(7)

여기서
R : 변압기/냉각장치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단위:m

  2.6 소음측정
  2.6.1 소음측정시 변압기 여자상태 조건
시험시 변압기 여자상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냉각장치 운전없이 무부하 여자
② 냉각장치 운전 중 무부하 여자
③ 냉각장치 운전없이 단락상태에서 부하전류 통전
④ 냉각장치 운전 중 단락상태에서 부하전류 통전
⑤ 냉각장치만 독립 운전
특별히 시험여자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각각의 조건에서의 측
정값들을 로그덧셈으로 음향출력을 도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2.6.2 음압측정법
소음측정법으로는 음압측정과 음강도측정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
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음압측정법만을 소개한다. 음압측정
은 시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상상태 배경잡음 및 소리
의 반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음압측정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전 공간적 평균 배경 소음 측정

(8)

여기서
M : 마이크 숫자
LbgAi : i 번째 마이크에서 측정된 전체 A 가중 배경소음레벨

② 공간적 평균 음압레벨 측정

(9)

여기서
N : 마이크 숫자
LpAi : i 번째 마이크에서 측정된 전체 A 가중 음압레벨

③ 시험후 공간적 평균 배경 소음 측정
④ 시험의 유효성 판단
표1에 따라 시험결과의 유효성 판단후 시험결과 채택여부를 결정한
다.
 <표 1> 시험결과 유효성 판단

비고 값이 보증값보다 작지 않다면 변압기는 보증

레벨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환경 계수 K 반영 보정된 A 가중 음압레벨 산출
일반적으로 시험측정 환경 계수 K는 아래 식으로 산출한다.

(10)

여기서 A: 시험장의 흡음계수 S: 측정표면 면적
이 환경계수 K로 측정값에 환경요소를 반영한 최종값을 아래와 같
이 산출한다.

(11)

  2.7 음향출력레벨 계산
변압기의 A 가중 음향출력레벨은 보정된 A 가중 공간적 평균 음압
레벨로부터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12)

여기서 S: 측정표면 S0: 기준 면적 1m
2

  2.8 소음측정 결과의 표시
시험측정 결과를 성적서에 표시함에 있어서, A 가중 측정값을 전체
주파수대역의 1/3 옥타브밴드로 나누어 그 대역별 측정값을 아래 그
림과 같이 표시하며, 기타 측정에 사용된 측정표면적, 측정거리 등의
시험관련 파라미터 값을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3. 결    론

본 글에서는 국제표준 IEC 60076-10 전력용 변압기의 소음측정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개정안은 기존 표준과는 전반적인 내
용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단계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소 상이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글을 통해 제조사는 전력용 변압
기의 소음측정시에 개정될 표준에 따른 시험방법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비하여 향후 개정된 표준 발효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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