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5호 (2013년 5월)  21

S
P

E
C

I
A

L
 T

H
E

M
A

Special Thema

양규현 책임전문원 (한전KPS 솔루션센터)

 

1. 서 론

1990년대 초, 국내에 건설된 복합화력 발전

소는 운전년수가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설

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발생이 서서히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Global VPI (Vacuum 

Pressure Impregnation) 절연방식의 가스터빈 

발전기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정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연

물이 열적, 전기적, 기계적 및 환경적 영향으

로 인해 절연물의 열화가 심화되어 최종적으

로 절연파괴에 도달하게 된다. 

빈번한 기동정지에 의한 Heat Cycle 열화, 

권선온도 및 과열에 의한 열적 열화, 고전계 

및 서지전압에 의한 방전, 침식 등 전기적 열

화, 전자기적 진동에 의한 마모, 균열, 박리 등 

기계적 열화, 흡습, 오손, 도전성 물질유입 등 

환경적 열화에 의해 절연재료의 표면과 내부

에 열화가 가속화된다. 

이러한 절연방식으로 제작된 국내·외 발전

기중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정비시기를 지나친 

발전기들의 경우에는 운전중 절연파괴에 의

한 고장발생 사례가 종종 있으며, 복구에 따른 

장기간의 발전정지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을 입게 된다. 절연파괴에 의한 고장발생 시기

도 짧게는 운전년수 10년 이내에서 발생하기

도 하며, 주로 20년 이상 경과된 기기에서 많

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발전기 고

정자권선의 절연열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지중 (Off-line)과 운전중 (On-line)에 진

단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정

지중에는 권선절연물의 열화정도를 평가하는 

절연진단시험을 포함하여 절연물의 열화에 영

향을 미치는 철심과 웨지, 단부권선의 지지상

태 등의 진단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절연열화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시험항목으

로는 권선저항, 절연저항, 성극지수, 교류전

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측정과 철심 EL-

CID (Electro Magenetic Core Imperfecton 

Detection) Test, 웨지 Tapping Test, 단부권

선 진동성검사 (Bump Test) 등이 있다. 

운전중에는 발전기 Bus에 설치된 상당 2

개의 EMC 센서 (Epoxy-mica capacitors 

sensor)로부터 부분방전 신호를 취득하여 분

석장비를 통해 부분방전 펄스 수, 크기 및 패

턴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추이 (Trend)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절연상태를 평가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 설치된 Global 

VPI 절연방식의 발전기에 대해서 운전중 절연

파괴로 고장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절연파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비대

책과 향후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스터빈 발전기 건전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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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예방을 위한 건전성 평가 및 
열화상태 관리

경제산업의 발전 및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력

설비 건설은 물론 기존 노후화 설비에 대한 

수명연장 또한 전력설비의 최적운용과 안정

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노후화된 발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 및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 전

문정비 후 재가동, 주기적인 추이관리, 분석

은 전력설비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Time Base Maintenance 보다 

Condition Base Maintenance를 통하여 장

주기 운전으로 설비 가동률 증가효과를 이루

고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진단

기술을 이용한 진단, 평가 기술이 도입, 활용

되고 있다.

발전기에 대한 건전성 및 수명 평가 기술

은 크게 정지중 정밀진단과 운전중 진단 기

술로 나누어진다.

2.1 정지중 정밀진단
발전기는 주기적 검사 및 진단을 통하여 

상태변화를 추적관리하여 성능 및 수명관리

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밀진단을 통한 종

합적인 수명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2.1.1 고정자 권선 절연진단 시험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에는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 환경적 열화요인이 복합적으로 

가해지며, 이러한 열화요인들은 운전조건 

(기동정지회수, 권선온도, 부하변동 등)에 따

라서 변화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절연진단 

시험을 통하여 절연상태를 평가하고 그 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잔여수명을 예측함으로써 

정비 및 교체시기를 계획하여 절연파괴로 인

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림 1). 

고정자 권선의 정지중 절연수명 평가는 표 

2와 같은 정밀진단 시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2.1.2 Corona Probe Test
Corona Probe Test는 슬롯에 위치한 각 코

일에 대하여 상전압 (운전전압)을 인가한 후 

발생하는 방전성 전류를 측정하여 결함발생 

위치를 검출하는 시험으로 평가기준은 운전

표 1. 정밀진단 시험항목.

분 류 평 가 내 용

발
전
기

고
정
자

 1. 고정자 권선 절연진단 시험
 2. Corona Probe Test
 3. Corona Camera 검사
 4. 고정자 철심 건전성 시험
 5. 고정자 권선 웨지 시험
 6. 단부권선 지지상태, 진동성 검사 (FFA)
 7. Bore Scope 검사

회
전
자
공
통

 1. 계자권선 절연검사
 2. 층간단락시험 (RSO, 분담전압시험)
 3. 단부권선 변형, 블록의 위치변형 등 
    내부검사 (Bore Scope 검사)
 4. 리테이닝 링 비파괴시험

그림 1. 절연진단 시험장비.

표 2. 절연진단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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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에서 20 mA 이상이면 불량 (IEEE1434)

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전기의 경우에는 운

전중 전위가 각 코일 위치마다 다르게 분포

되며, 중성점으로 갈수록 전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권선도와 방전전류 발생크기를 비교 

평가하므로써 해당 코일이 운전중에 부분 방

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의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다.

2.1.3 Corona Camera 검사
절연물이 열화되면 부분방전 펄스를 발생

시킨다. 이러한 펄스는 자외선으로 우리 눈

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자외선 카메라

를 통해 코로나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

다. 슬롯 직선부는 웨지로 덮여 있어 카메라 

관측이 어려우며, 주로 열화발생이 많이 일

어나는 취약개소인 슬롯단부 권선이나 Bar 

접속부, 상 연결부 등이 있는 단부권선 (End 

winding)에 대해 코로나 발생 유무를 카메라

로 관측하여 열화상태를 평가한다. 

그림 3은 코로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한 장면이다. 

 

2.1.4 고정자 철심 건전성 시험
발전기의 고정자는 슬롯이 만들어진 수천 

장의 철심을 원주상으로 적층하여 구성하고 

절연된 고정자 권선을 슬롯 내에 배치한다. 

성층철심은 회전계자가 회전하므로서 회전자

속에 의해 유기되는 와전류가 흐르지 못하도

록 전기적인 절연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 절연이 정상운전시 물리적, 전

기적 원인으로 인해 파괴되어 부분적으로 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며 이 와전류에 의하

여 손상된 철심은 주변에 과열을 발생시키는

데 심할 경우 인근 철심에 파급되어 철심을 

용융시킬 정도의 과열이 발생되기도 하여 권

선의 절연을 파괴시키는 사고에 이르게 되기

도 한다. 

이러한 고장 발생 시 권선의 교체뿐만 아

니라 적층된 철심을 교체하는 공사를 수반하

게 되므로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연속적으로 

코어의 상태를 시험하여 데이터를 추적 관리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전KPS에서 이 기

술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철심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루우프 시험 (Ring Flux Test)을 실시하였으

나 이 방법은 손상에 의한 과열부위의 열을 

감지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정격자속 수준까

지 여자 시켜야하며, 시험 수행의 난이성, 슬

롯내부 깊은 부위의 손상점을 찾기 위해서는 

장시간 코어의 여자 및 손상부위의 악화 등

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루우프시험의 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EL-CID (Electro 

Magenetic Core Imperfecton Detection)

방법으로 정격자속의 4% 여자 자속만을 

발생시키며 이 자속에 의해 발생되는 코

어 표면 양단의 자위차 (Magetic Potential 

Difference : mpd)를 탐지코일 (Chattock 

Coil)을 이용하여 코어 표면을 탐지하므로써 

손상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1.5 고정자 웨지 시험
고정자 웨지의 조임성은 발전기의 웨징 구

그림 2.  Corona Probe Test 시험장면 및 방전
전류 측정 그래프. 그림 3. Corona Camera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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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차이는 있으나 운전중 기계적, 전자

기적 진동과 재질의 변화 그리고 철심의 조

임성에 따라 헐거워 지게 된다. 이러한 헐거

워진 웨지는 고정자 코일을 제자리에 고정시

키지 못하게 되어 전계완화 코팅의 마모에 

의한 Slot 방전의 심화 및 주절연의 마모 등

으로 인해 절연파괴를 유발시키게 된다.

웨지의 조임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Hammer에 의한 타음 측정법과 Force Cell

을 이용하여 Impact Force를 측정하고 비 접

촉 센서를 이용하여 웨지의 진동을 측정한 

후 이들의 측정파형으로부터 웨지의 눌린 압

력을 컬러분포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재 

웨징 시기를 결정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2.1.6 고정자 단부권선 진동성 검사 (FFA)
발전기 고정자 단부권선의 고유진동 주파

수가 120 [Hz] 또는 그 근처의 수치를 갖게 

되면 단부권선 브레이스 구성품이나 지지시

스템이 운전 시 진동에 의해 헐거워질 가능

성이 높으며 현재의 단부권선 구조가 이러

한 구역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 사

전에 구조를 변경시키는 기술이며 FFA (Fast 

Furier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만일 발전기 고정자 단부권선의 Oval 

Mode가 운전시 온도에서 120 [Hz] 근처에 

있게 되면 (온도에 따른 재질 특성상 교유진

동주파수가 변화함) 발전기 단부코일은 운전

중 높은 진동을 발생하며 단부코일의 피로수

명, 헐거워짐, 마모 등을 유발한다. 이것은 

단부 권선에 바인드된 광 센서를 이용하여 

부하의 변동에 따른 진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12 points) Oval Mode에서의 진동여부를 결

정한다.

발전기 고정자 단부 권선 지지 시스템의 

진동성 및 공진성 검사를 통해 공진으로 인

한 문제 발견 시는 그림 6과 같이 시스템의 

강성을 변경하여 이를 해소하므로서 고정자 

균열, 주 절연물의 손상 및 마모와 지지물의 

풀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1.7 회전자 층간단락 시험 (RSO Test)
회전자의 이상현상은 전기적, 기계적인 응

력작용으로 인해 권선의 접지, 층간단락, 

권선단선 등의 형태로 발생될 수 있으며, 

Recurrent Surge Oscillograph (RSO) 기술

을 Off-Line 중에 사용하여 결함부위를 판

단할 수 있다. 

짧은 Rising time을 갖는 같은 파형의 전

압 Pulse가 +, - 양단에서 동시에 주입되며, 

시간에 따라 주입점에서 전위를 측정한다. 

결함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권선의 대칭성에 

의하여 두 Pulse는 주입점에서 같은 파형이 

얻어지며,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두 파형은 

다르게 나타난다. 두 파형의 형태가 달라지

그림 4.  EL-CID Test (a) EL-CID 시험장면, (b) 
손상된 철심.

그림 5.  Robotic Wedge Tightness Test 장면 
및 Data.

그림 6.  FFA 측정용 장비 및 측정결과 지지시스
템의 강성변경을 위한 Binding 장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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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은 결함부위의 위치를 알아내는 자료

로 사용할 수 있다.

2.1.8 고정자, 회전자 내부 검사
고정자, 회전자에 대하여 표 3와 같은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Bore scope를 통해 검사하

여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므로써 고장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2.1.9 발전기관련 비파괴 검사
여러 가지 비파괴검사 방법 (PT, FPT, 

MT, UT, ECT)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특히, 

리테이닝 링은 조립되어있는 상태에서 검사

가 이루어 진단. 육안검사가 가능한 고정자 

코일단부 브레이징 접속부와 단부 권선 접속

부는 보어스코프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회전자단부 리테이닝링 비파괴검사

· 계자코일, 전기자코일 브레이징 접속부 

검사

·회전자 팬 브레이드의 비파괴 검사

·회전자 슬롯 및 웨지 비파괴 검사

2.2 운전중 진단
고전압회전기기에 대한 운전중 진단 기술

은 전력설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

요설비인 발전기에 대해서 열화상태를 운전

중 부분방전량 검출을 통한 고정자권선의 건

전성을 그리고 계자권선의 누설자속을 통한 

회전자권선의 층간단락 등 열화상태를 실시

간으로 관리하므로써 설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정지중 정밀진단에 대한 

신뢰성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로 기기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설비운영에 대한 안

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준다. 현재 국내에

서도 운전중 진단 감시 시스템에 대한 설비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새로 제작되는 기기는 물론 수많

은 사용 중인 기기 및 중요기기에 대해 본 기

술을 적용하여 기기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림 7.  발전기 회전자 RSO 시험장면 및 측정
그래프.

표 3.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의 결함형태.

고정자 부분 회전자 부분

·고정자 권선 접지
· 단부권선 지지시스템 풀

림현상
·단부코어 및 코일 과열
·단부코일 위치변형
· 결선부크랙, 절연물오손, 

과열
·Greasy 현상 등
·권선 소선단락
·냉각로 (Vent Ducts)막힘
·코어표면손상 및 변형
· 빌딩볼트, 관통볼트 헐거

워짐
·코일 냉각로 막힘 
  (유량저하)

·Ground 사고
· 절연재의 이동, 이물질 

유입
· 웨지크랙, 리테이닝 링 

손상
·Coil Crossover 손상
· 코일변형, Block 위치   

이동
· Dust누적, Copper Dust 

발생
·층간단락, 권선단선
· 냉각로 막힘, 층간절연재

손상
· 극간 연결점 변형 단선,

손상
·Gas Leak

그림 8. Bore scope 검사.

그림 9. 리테이닝 링 초음파 탐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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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운전중 고정자권선 열화 진단법
운전중 부분방전 측정을 위해서는 기기

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부분방전 펄스를 방

전 측정기로 측정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한다. 

센서로는 고압전동기, 수력발전기 및 소용

량 터빈발전기에는 에폭시-마이카 커플러 

(Epoxy-mica coupler)를 사용하며, 수력발

전기와 소용량 터빈발전기는 주로 상당 2개

의 커플러를 설치한다. 

단자함을 통해 이동용 측정장비로 데이터

를 취득, 분석하거나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

축하여 실시간으로 부분방전량의 변화추이를 

Trend 관리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되

는 전체적인 방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

대부분방전량 (Qm)과 NQN (Normalized 

quantity number), 위상 등을 2차원과 3차

원으로 해석하고, Qm과 NQN을 Trend 분석

함으로써 이상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2.2.2 운전중 회전자 권선 열화 진단법
발전기 회전자권선의 누설자속을 감시하는 

센서인 Flux probe를 발전기 고정자권선의 

웨지에 설치하여 운전중 계자권선에서 발생

하는 자속변화에 따른 유기전압을 파형으로 

관측하여 층간단락이 발생된 권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단락된 권선이 존재하는 슬롯

은 파형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12는 

운전중 계자권선의 층간단락 측정장비와 측

정 Data sample로 A pole 3번 슬롯에서 층

간단락이 발생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현장진단 사례

현재 발전소에서는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전중, 정지중에 설

비진단을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고장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발전기의 경우에는 운전중 출력상황이나. 

권선온도, 진동 등 각종 기본 파라메타는 물

론 권선절연물의 열화상태를 감시하는 부분

방전 감시시스템과 회전자권선의 층간단락, 

접지 등을 감시하는 Flux Probe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또한, O/H 기간에는 정지중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기기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추

이관리를 통한 상태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운전중 및 정지중 현장진단 사례

와 그 결과에 의한 정비대책 및 조치 후 변화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Global VPI 가스터빈 발전기에 대해 고정

자 권선 절연물의 열화상태를 관리하기 위하

여 운전중에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그림 10.  운전중 부분방전 측정장비 및 측정용 
센서. 

그림 11. 운전중 부분방전 측정 데이터.

그림 12.  운전중 회전자 층간단락 진단장비 및 
측정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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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만일 3~6개월 이내 

단기간에 부분방전 크기가 2배 이상 급증하

면 정지중 정밀진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3은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해 

2011년 12월부터 3개월 주기로 운전중 부

분방전 크기를 부분방전 분석기 (Turbine 

Generator Analyzer : TGA -B, IRIS Power 

Engineering)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2012년 2월 측정한 결과 전회에 비해 부분

방전 크기가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그 크

기가 장비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Reference 

값과 비교해 볼 때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값으로 정지 후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였

다. 그림 13에 대한 상세한 결과 값은 표 4와 

같다. 

운전중 진단결과에 따라 2012년 4월 정지

중 정밀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진단결과 A상

의 부분방전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

으며, 전회에 비해서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육안점검 결과 슬롯방전에 의해 Powder가 

발생한 10개 슬롯에 대해 코일 고정 및 슬롯

방전 억제를 위한 도전성 레진을 주입하여 

보강하였으며, 코로나 카메라 검사결과 코로

나가 발생한 단부권선에 대해서는 접촉면 사

이에 Anti-corona Paint를 도포하였다. 레

진을 주입한 경우에는 1년 후 레진이 완전

히 경화된 후에 특성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므

로 정비 전,후 비교시험으로는 평가하지 않

았다. 그리고 단부권선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개소는 Anti-corona Paint 도포 후 코로나 

카메라 관측결과 그림 15와 같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비 후 일정시간 경과 후 2012년 6월 운

전중 부분방전 진단을 수행한 결과 방전크

기가 많이 감소하였고 이후 3개월 주기로 

그림 13.  가스터빈발전기 운전중 부분방전 변화 
추이.

표 4. NQN과 Qm의 크기.

가스터빈 발전기 측정일자

호기 상 항목 극성
2011.
12

2012.
02

2012.
06

2012.
09

2012.
12

2013.
02

#2

U

NQN
+ 862 834 535 549 730 744

  - - 2,129 844 618 781 726

QM 
[mV]

+ 380 538 275 271 337 336

- 375 1,022 388 291 381 332

V

NQN
+ 866 2,883 1,303 845 751 858

- - 1,424 832 711 742 766

QM 
[mV]

+ 371 1,760 550 396 325 381

- 416 738 420 425 337 375

W

NQN
+ 717 615 251 235 355 557

- 659 537 248 251 276 513

QM 
[mV]

+ 341 380 122 105 196 262

- 375 247 132 110 153 270

표 5. 고정자 권선의 정지중 절연진단 결과. 

시험항목
양호 

판정기준
가스터빈 발전기

A상 B상 C상

절연저항시험
[㏁]

100 ㏁ 이상 2,520 2,290 2,200

성극지수
(PI)

2.0 이상 5.48 5.46 5.35

교류전류시험 ΔI [%] 5.0 미만 0.34 0.26 0.29

유전정접시험
Δtanδ [%]

2.5 미만 0.28 0.24 0.19

부분방전시험 Qmax 
[pC] at 8 kV

10,000 미만 22,000 9,000 9,000

그림 14.  고정자 권선 절연보강 작업 (a) Resin 
Injection 작업, (b) Anti-corona Paint 
도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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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관리한 결과 감소한 값에서 유지가 되

고 있었다. 

4. 결 론 

Global VPI 절연방식의 가스터빈 발전기는 

고정자 전 권선을 압력탱크에서 함침하는 절

연방식으로 철심과 권선이 절연재인 레진으

로 접착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중 전자기적

인 진동에 의해 권선이 슬롯 안에서 느슨해

지면 주 절연물이 마모되고 전기적인 방전이 

발생하여 주 절연물을 침식시켜 절연파괴 사

고에 이르게 한다. 

대용량 발전기인 경우에는 함침방식이 아

닌 Resin-Rich 방식으로 권선을 제작하기 

때문에 권선이 느슨한 경우 웨지를 취외하

여 필러의 높이를 조정하여 재고정하므로 

권선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지만 Global 

VPI 절연방식인 경우에는 전체를 함침하

기 때문에 웨지와 권선이 접착되어 있어 웨

지를 인출하여 재고정하는 작업은 할 수 없

으며 느슨해진 틈새를 철심 Air Gap을 통해 

Injector를 삽입하여 레진을 주사하는 방식

으로 권선을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진동발생시 완충역활

을 할 수 있는 필러가 없는 방식으로 진동

에 취약하며, 주 절연물도 Resin Rich방식

에서 이루어지는 Hot Pressing 절차가 없

이 Tapping 만으로 처리하여 함침탱크에

서 Epoxy Resin 주입 후 가압하여 절연처리

를 하는 방식이므로 코일 주 절연물인 마이

카 사이에 Void 및 Gap이 존재하게 되어, 방

전발생에 의한 절연열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검사로 예견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Global VPI 절연방식의 가스터빈 발전기에 

대한 고장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

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 방식의 발전기는 일정 운전시간 (약 

20,000시간)이 경과하거나 점검결과 코

일과 철심사이에 공극 (Gap)이 존재할 

경우에는 레진 인젝션 작업을 시행하여 

고정자 권선을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고 

전기적으로도 슬롯방전을 억제시켜 절

연물이 열화되어 절연파괴되는 것을 예

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열화상태를 관리하여

야 한다.

(2)  가스터빈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정지중 진단과 운전중 진단

을 통해 기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야 하며, 열화특성치의 변화추이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정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전하

여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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