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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용 변압기 운반, 설치, 고장 류 유입 등으로 권선 
 철심의 지, 권선의 층간단락, 개방, 기계  변형, 이탈, 구조물
의 기계  손상, 이완 등이 발생해도 재 보유하고 있는 진단장
비만으로는 정확한 이상 단이 불가하여 변압기 해체 후 확인 하
는 실을 감안하여 변압기 기계  변형 고장분석이 가능한 장비 
도입이 필요한 시 이다. 한 변압기 등 변 기기 고장 발생시 
범 한 고객 정   복구비용이 발생(년 평균 3건)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2003년 한 에 도입
된 SFRA(Sweep Frequency Response Analyzer) 주 수 반응 분석
기의 진단 원리  권선변형 진단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력용 변압기는 선 을 한다거나, 고장이 발생, 낙뢰, 설치  운  
 발생하는 기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나, 조임상
태(CLAMPING)와 고정상태(RESTRAINTS)가 충분하지 못하면 운
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러한 손상은 코어(CORE)나 
권선(WINDING)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분의 심한 운  
충격은 계통고장들로부터 기인되며, 만약 그 충격이 과도하다면 
방사형 비틀림(BUCKLING)이나 축성형 변형(DEFORMATION)이 일
어날 수 있다. 일단 변압기가 손상되면 아주 경미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단락회로를 견뎌낼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한 육안 검은 많
은 인건비가 들고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나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장 검시 연유을 배유해야 하고 검에 제한이 있다. 권선을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  이외에는 조그만 손상도 볼 수가 없다. 그
리고 필요에 따라 변압기의 완  해체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
처럼 주변압기 권선변형 진단  기계  변화에 한 검사 한계
 극복을 해 미국 Doblet社에서 개발하여 15개국 이상의 주요 
력회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SFRA를 도입해 고장 방한 사례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주파수 반응 분석기 주요기능 및 진단범위
  권선형기기( 력용변압기, 소내변압기, 병렬리액터, 류제한리
액터, 변압기 성  지리액터 등) 철심의 지  변형여부, 
권선의 층간단락, 개방, 기계  변형, 이탈여부, 구조물의 기계  
손상  이완여부를 주로 진단하는 장비이다. 
  한 진단범 로는 철심이동(Core movement),  단선  권선 
벌어짐(Shorted turns of open windings), 권선 축 변형(Axial 
deformation of windings), 철심 지상태(Core grounds),  권선 
쇠퇴  뒤틀림(Hoop buckling of windings), 부분 권선 붕괴
(Partial winding collapse), 권선/철심을 한 크램핑 괴  이
완 (Partial winding collapse)을 진단 할 수 있다.

SFRA 측정기기 

SFRA 측정 케이

측정회로구성 보조케

본체 전

본체 접지선

<그림 1> SFRA 장비의 구성

  2.1.1 주파수 반응 분석기 기본 이론
  SFRA의 기본 인 목 은 피검사체의 임피던스가 주 수의 지
정된 범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하고자하는 것이다. 임
피던스는 Resistors, Inductors, Capacitors와 련되어지며 주어진 
검사물의 반사 인 성질들은 주 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민감하
다. 임피던스  주 수에서의 변화는 매우 하여 임피던스를 
하나의 주 수함수로써 표시할 때 분명해진다. 곧, 측정데이터는 
주 수 역 내에서의 RLC 체계의 하나의 이동함수의 표 이다. 권
선형기기인 변압기, 모터, 발 기등은 R-L-C 요소로 볼 수 있다. 
  임피던스 Z11, Z22, Z12, Z21은 각 총 된 요소를 한 open 
circuit 임피던스를 설명하기 한 형태이다. 변압기 탱크와 리드선 
지실드들은 common-mode측정을 하기 해서는 함께 연결시켜야한
다. 이것은 아무런 외부 임피던스가 측정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의 연결을 용하는 것은 노이즈의 
향을 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의 반복가능 측정을 확실하게 하기 해
서 lower 나 negative 터미 들 사이에서 0(zero) 임피던스를 얻
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림 2> RLC 체계 및 Two-Port Network

  2.1.2 주파수 반응 분석기 이동함수
  RLC체계의 이동 함수(TRANSFER FUNCTION)은 그 체계의 최  
조건들이 zero일때의 output과 input 주 수 반응(frequency 
response) 비율이다. 크기와 그 상 계 모두가 이동 함수로부터 구
해질 수 있다. 이동함수는 하나의 체계의 기본 인 특성들을 나타내
주고, 그러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Transfer 
function은 주 수 역에서 표 되며, Fourier 변수 H(jw)로 표 된
다. 여기서 (jw)는 하나의 주 수 의존함수의 존재를 나타내고 w = 
2πf이며, input/output transfer function을 한 Fourier 계는 다
음과 같다.

         H(jw) = Voutout(jw) / Vinput(jw)

transfer function이 그것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감소될 때, 그것
은 하나의 두 polynomials(다항식)의 비를 만들어낸다. 

 2.1.3 주파수 반응 분석기 임피던스 모델
 SFRA의 목 은 검사 기기의 임피던스 모델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이다. 기기의 임피던스 Z(jw)는 RLC 체계이며, 기기리드선들 사이에 
치되는 것이며, 검사기기에 의해 공 된 어떠한 임피던스도 포함
하지 않는다. SFRA는 H(jw)를 구하기 해 압 비율 계식을 
사용한다. SFRA 검사방법은 50옴 임피던스와 연결되는 측정시스
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50옴 임피던스는 H(jw)에 통합되어야 한
다. 다음 방정식은 Z(jw)와 H(jw)의 계를 보여 다.

         H(jw) = V output / V input = 50Hz / Z(jw) + 50

Magnitude와 Phase의 단 는 각각 데시벨(dB)과 degrees 이다. 
Magnitude와 Phase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A(dB) = 20 log10(H(jw))
         A(θ) = tan-1(H(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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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상적인 L-C의 주파수 응답

  2.2 SFRA 측정 Data 해석
  변압기 등가회로는 Resistive( 항성), Capacitive(용량성), Inductive(유
도성)성분으로 구성된 회로체계이며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Capacitance between the neighboring turns of the same winding.
 ○ Capacitance between the neighboring turns of different winding.
 ○ Capacitance between the turns and the ground.
 ○ Turns self-inductance, Turns mutual inductance.
 ○ Conductor dc resistance
 ○ Resistance that accounts for dielectric losses in insulation.
 ○ Resistance that accounts for eddy losses in conducting and
   magnetic components
  2.2.1 주파수의존 변압기 등가회로
  테스트 리드선들의 연결에 따라서, 측정에 계된 등가회로는 
권선 하나의 개별 상, 하나의 주어진 권선내 상들 사이의 공
간 는 권선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낸다. 컨덕터의 사이즈, 코일들
의 지름, 코일들 사이의 거리, 권선 사이의 거리, number of turns, 코
어의 Type, 권선 구성, 연물의 타입과 두께, 지지  재질의 기하
학  구조와 사이즈는 등가회로의 성분을 특징짓는 요인들이다. 각
각의 성분은 변압기 디자인에 특징이 되고,  동일 디자인의 설비들을 
복재하기 한 제작상의 능력에 의해서도 향을 미치기까지 한
다. 그러므로 core-winding 구성의 기하학  구조와 배분된 
resistive ( 항성), capacitive (용량성), inductive (유도성) 성분
들의 network 사이에는 직  계가 있다.
  용량성과 유도성의 리액턴스(유도 항)는 주 수 의존형이기 때
문에 각각의 성분이 체 네트워크 임피던스에 미치는 향은 각 주
수에서의 독특한 등가회로를 만드는 주 수와 함께 변화한다. 그
러므로 주 수와 함께 네트워크 임피던스의 변화하는 연속체를 
나타내는 시그니쳐(흔 )가 주어진 기기를 한 core-winding 구성
에 한 기하학  그림을 독특하게 그려 나가며 다량의 진단정보를 제공
한다. 입력과 출력 시그 의 비율인 네트워크 임피던스는 자주 
transfer function (이동 함수)로 참조된다. 주 수 반응 분석
(SFRA)기법은 변압기진단 시그니쳐(흔 )로써 주 수의 지정된 범
에 따라 행동하는 transfer function(이동함수)을 이용 하는 것이다. 
하나의 복합 변수인 transfer function은 magnitude와 phase 
angle로 설명된다.

  2.2.2 주파수 범위의 진단적 의미
  상별 측정은 주어진 권선의 각각의 상을 상으로 한다.   
    주 수에서는 캐패시턴스의 향은 무시할만하다. winding
(권선)은 하나의 인덕터(유도자)로써 행동한다. 그러므로 권선을 통하
여 지나가는 감쇠 상과  주 수의 사인  시그 들의 phase 
shift( 상 변천)는 네트워크의 유도성(inductive)과 항성(resistive)
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유도성의 특성은 코어의 자기 회로에 의
해 결정되고 항성의 특성은 출력 측정 이블의 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 Transfer Function magnitude와 phase
           
  그림 4 좌에서 phase angle은 -80 도 주 에 있고 체 임피던스의 
유도성 특성을 가리킨다.(1kHz이하 역내에서) three-legged core-type
장비를 하여 외곽 상(그림 4 우의 H1-H3, 는 H3-H2)과 연결된 
자속(magnetic flux)은 간 상(그림 4 우의 H2-H1)과 연결된 자
속보다 다른 자기 항(reluctance)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되
는 magnitude 트 이스들은 주 수 범 에서 한 다르다. 즉, 
두 개의 외곽 상들을 한 트 이스들은 매우 가깝게 상호 계가 
있고 간 상 트 이스로부터 옮겨진다. 잔류 자력의 존재는 트 이

스들 사이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여자 류와 손실 
측정하는 동안 정상 조건하에서 두 개는 높은 유사 독과 하나
의 낮은 독의 하나의 형태와 잔류자력의 존재에서 하나의 약간 
뒤틀린 형태를 만들어 내는 동일 상이다. 입력 시그 (input 
signal)의 주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성의 향들이 조 되기 시작
하고 상각은 빠르게 90도에 가까워진다.(1kHz이상 역에서) 이제 권선
을 통하여 지나가는 고주 수 사인  시그 들의 attenuation(감쇠 상)과 
phase shift( 상 이동)은 네트워크의 유도성과 용량성 성질에 의
해 결정된다. 
  그러나 고주 수 역에서 유도성 특성들은 leakage flux coupling
에 의해 결정되고 용량성 특성들은 개개의 권선(individual turns)
과 연계된 여러가지의 capacitance elements에 의해 결정된다. 권
선의 달특성(propagation characteristic)은 고주 수 범 에서 발견
된 많은 공진 주 수의 결과물의 합성물이 된다. 그러나 권선반응들
이 코어의 자장 회로상에서의 의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3상들
의 트 이스들은 하나의 으로 모이게 되고 매우 비슷하게 된
다. 주 수는 더더욱 증가하기 때문에(그림 4 좌의 100 kHz이상) 
사인  시그 들은 거의 권선의 외곽쪽으로 움직이고 변압기내
에서 발견되는 다른 요소들을 반 한다. 비록 부분의  주
수 magnitude responses는 하나의 형 인 모양을 보여주지만, 
고 주 수 역에는 아무런 형  형태의 반응이 없다. 이것들은 기
기의 디자인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2.3 154kV 주변압기 진단사례
  OO변 소 154kV #3M.Tr 고장발생(87B, 96T 동작)후 고장발생 
변압기 원인분석을 한 SFRA 진단 결과 그림 5.에서처럼 주
수 이동함수 크기가 5～10db차이가 발생되어 C상 권선 고장으로 
단하고 변압기 정 검을 시행한 결과 1차측 C상 권선( 간
부) 층간단락이 발생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5> SFRA 측정결과 및 내부 C상 권선 층간단락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력용 변압기 권선변형 진단장비인 SFRA의 

측정원리  측정사례를 살펴보았다. 재 한 에서는 변압기 운
송품질 검을 해 변압기 운송 (공장상차 ), 운송후( 장하차
후) 본체 정치상태에서 측정하고 있다. 향후 사업소별 변 운
트에 장비가 도입될 정이고 권선형 기기의 주기 인 검시 
측정하여 변압기 내부고장을 사 에 진단, 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주기 으로 측정된 데이터 분석은 동일 변압기의 3
상 반응들 사이의 트 이스 변화를 분석한다. 기측정을 해서는 
상들 사이의 최소 차이들이 찰된다면, 권선 변형(winding 
deformation)의 존재에 한 명백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불가능하
다. 그리고 동일 디자인의 변압기들의 반응들 사이의 트 이스 변
화를 분석한다. 동일 디자인의 기기들에서 얻어진 반응들은 서로
를 한 기본 데이터로써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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