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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력발전은청정에너지인물을이용하여전력을

생산하는중요한신재생에너지이다. 국내에운영중
인 수력발전기의 전력생산량은 2010년 기준 약 8%
로 많은 양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력계통에서
수력발전은평상시피크부하분담및주파수조절기

능을수행하고있으며비상시에는속응기동이가능

하여계통의안정화를위해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

있다. 
수력발전기고장조사분석에의하면고정자권선

의절연고장이많이발생하고있으며, 고압전동기의
경우도 약 30%가 동일한 고장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또한, 고정자권선의절연고장은발전설비고장
중가장중대한고장이고, 수리에장시간이요구되어
발전정지 (Downtime)에 따른 매우 큰 경제적 손실
을 유발하므로 고정자권선의 절연시스템은 발전설

비중가장중요한부분의하나이며발전기운전신뢰

성은절연시스템의성능에의존하다고볼수있으므

로이에대한건전한성능유지는무엇보다중요하다.
고정자권선절연시스템에사용된절연재료의절

연특성이우수하고최적의절연설계가행해졌다고

하더라도발전기운전중에발생하는열적, 기계적,
전기적, 환경적스트레스는개별적또는복합적으로
작용하여절연시스템의열화를촉진시키며주절연의

박리, 외부반도전체의침식, 웨지시스템의이완등과
같은절연파괴전단계로진전된다 [3]. 따라서절연물

내에서스트레스에기인한열화과정을비파괴진단

방법으로검출할수있는기술은고정자권선의예기

치 못한 절연고장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보수방안
(Predictive maintenance)을수립하는데필요하다. 본
고에서는고정자권선의절연물구조와열화원인및

진단방법에대한설명을통하여수력발전기를포함

한회전기절연시스템에관한이해를돕고자한다.

2. 수력발전기의 구조

수력발전설비가운데전력을생산하는발전기는

그림 1과같이고정자 (Stator)와회전자 (Rotor)로구
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회전자에설치된자극이
회전하여 고정자에 설치된 권선에 전자기유도작용

에의한기전력이유기되어전력을생산한다. 그림 2
는수력발전기 (50 MVA, 13.2 kV)의회전자와고정
자로 발전기 정밀점검을 위해 회전자가 수차 축과

분리되어외부로인출된모습을보여준다. 회전자는
자극 (그림 2에서회전자자극수는 48개)을통해회
전자계를형성하고고정자는그림 3과같이적층된
철심 (Stator core)에 여러 개의 슬롯이 있으며 슬롯
안에는그림 4와같이절연된권선이삽입되어있다.
적층된 철심은 주자속의 통로 역할을 하고 슬롯에

권선을 고정하고 열을 방산하는 기능을 하며, 절연
된고정자권선은회전자계에의해유기되는전류의

도전로를형성한다. 여기서권선도체와철심사이에
는수천볼트의전압차가발생될수있으므로절연재

오봉근 차장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수력발전기 고정자권선의 절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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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이용하여두표면을전기적으로분리할필요가

있으며, 권선의절연설계가발전기의사이즈를결정
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경제성과안정성

을고려하여절연두께를최소화하고도체면적을최

대로하는것이필요하다. 

3. 고정자권선의 코일구조

고정자권선은두종류의형권권선 (Form-wound
winding)을많이사용하며그림 5와같이 Bar (Half
coil) 형태와다중턴코일 (Multi-turn coil)형태로나
눌수있다. 코일형태는발전기출력에따라구분되
며 75 MW 보다작을경우다중턴코일을사용하고,
그이상에서는 Bar 형태의코일을사용하는것이일
반적이다. 또한 철심슬롯의 길이가 매우 길 경우나
슬롯직경이크지않으면다중턴코일과같이일체식

코일은슬롯에고정하기가어려울수있으므로, Half
coil 형태로제작되며슬롯에위치한권선의상대적
인위치에따라그림 6과같이회전자에가까운쪽은
Top bar, 슬롯의안쪽을Bottom bar로불리운다. 

Bar 형태의경우각 Bar는슬롯에개별적으로넣
어지고, 그다음에다른 Bar와연결되므로조립이용
이한장점이있다. Bar coil은단말권선의형태에따
라두종류로구분되며, 그림 5에서실선부가Wave-
wound bar이고, 점선부가Lap-wound ba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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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정자권선의 코일형태 (왼쪽 : Bar coil, 오른
쪽 : Multi-turn coil).

그림 6. 회전기 고정자 철심의 단면구조.

그림 1. 수력발전기 구조.

그림 2. 발전기 고정자와 인출된 회전자.

그림 3. 고정자 (철심 및 슬롯).

그림 4. 고정자권선 (Wave-woun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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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자권선의 절연형태

절연의주요기능은고정자철심과권선도체의두

재료사이에 존재하는 전압차를 전기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다. 절연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테이핑
재료는Glass와Mica paper로전기적절연특성은우
수하나기계적특성은취약하여발전기운전중에발

생하는 심한 진동에 노출되면 부서지기 쉽다. 따라
서절연재료의기계적인스트레스를줄이기위해아

스팔트, 폴리에스터, 에폭시와 같은 유기질 컴파운
드를절연테잎사이에주입하는방법이사용된다. 
권선의절연구조는그림 7과같이턴절연이없는

Bar 형태의코일은소선절연과그주위에주절연으
로구성되고, Multi-turn 코일은그림 8과같이소선
절연과턴절연, 주절연층의세종류형태로구성된
다 [4]. 

4.1  소선절연 (Strand insulation)
소선절연의목적은턴그룹을형성하는각소선도

체를절연하는것이다. 턴그룹은자계에의한표피
효과와와전류손을낮추기위해많은소선으로구성

되는 것이 유리하며, 절연된 소선의 등가 표면적이

소선이없는단일도체보다넓기때문에더많은전

류를 흘릴 수 있고 발전기효율도 향상된다. 절연된
소선간의전압스트레스는일반적으로 1 V 보다작은
mV 단위로스트레스가작기때문에소선절연의고
장은단지와류손을증가시킨다. 하지만, 아크가있
다면소선간단락은권선고장을일으킬수있다. 소
선절연에사용되는재료는제조사마다다르고, 제작
년도에따라다르지만, 1960년이전의발전기는바니
시, 에나멜, 무명 (Cotton)이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Polyamide, Polimide flim, Glass or dacron/glass,
Flim and glass, 마이카페이퍼가사용된다. 

4.2  턴절연 (Turn insulation)
턴절연의목적은턴간의큰유도전류를방지하

는것으로 Bar 코일은하나의턴이므로턴절연이없
고다중턴코일에만턴절연이존재한다. 형권코일에
서 턴절연간 전압스트레스가 일정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각 턴간 절연의 전압스트레스는 다음의
세가지변수인기기의대지간 (Phase-ground) 전압,
직렬로 연결된 코일수 그리고 코일에서의 턴수에

근거하여계산되며대략적으로턴당약 10∼200 V
의값을갖는다. 일예로기기의상간전압이 13.8kV,
직렬권선수가 21개, 코일턴수가 3턴이면, 다음과같
이계산되어턴간전압은 126 V가된다.

13,800 V/ = 7,967 V
7,967 V/21(개) = 379 V
379 V/3(turn) = 126 V/turn

만약턴절연에서고장이발생하면그림 9의오른
쪽그림과같이턴간단락으로폐루프를형성하여코

일안에아주큰순환전류가흐르게되고, 그결과단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8. Multi-turn (Three-turn) 코일의 절연구조와
실제 코일단면.

그림 7. Bar 코일의 절연구조와 실제 코일단면.

그림 9. 턴 (Three-turn)간 절연고장에 의한 전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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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발생한곳의인접한주절연층에서 I2R의매우높
은열적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주절연의 절연고장을

위협하게된다. 고장시간은알수없지만, 고장임피
던스에따라대부분수초안에발생하게된다.
턴절연에사용되는절연재료는구형권선은무명

(Cotton)이사용되었고, 신규권선은 Glass, Dacron/
glass와마이카페이퍼종류이다. 턴의측면에위치한
턴절연은더높은전기적스트레스를받게되며턴절

연이도체에인접하여있으므로주절연자체보다도

더높은온도조건에서운영되는특징이있다.

4.3  주절연 (Groundwall insulation)
주절연의 목적은 동도체 (Copper conductor)와

접지된철심간의단락을방지하는것이다. 주절연의
두께는기기의전압등급과제작사에의해선정된절

연재료의 Volt/mm stress에의해결정된다. 일예로
위의턴절연계산조건에서언급한정격전압 13.8 kV
기기는 대지간 최고 7967 V가 되며 제작사에 의해
선정된절연재료의 Volts/mm stress가 2.5 kV/mm
라면, 주절연은적어도 3 mm 이상이어야한다. 주절
연층이두꺼우면, 슬롯에도체가작게들어가고, 열
적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며 주절연층이 얇아지면

발전기 크기는 작아지지만, 주절연에는 더 많은 전
압스트레스가인가되고, 절연파괴에더민감하게작
용하므로, 이러한점을고려하여절연두께를선정할
필요가있다. 
주절연간의 전압스트레스는 권선의 정격전압과

권선사이 코일위치의 분포에 따라 다르다. 즉 고압
접촉부 (Line-end) 권선에서주절연의전압스트레스
는 전체 대지간 전압이 되지만, 고압첩촉부 단자부
터 두 번째코일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위의

턴절연 계산조건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코일하단부전압스트레스는 7588 V가되고 20번째
코일하단부는 379 V가된다. 

*고압접촉부에서첫번째코일하단부
: 7967 V - (379 V/coil *1) = 7588 V

*고압접촉부에서 20 번째코일하단부
: 7967 V - (379 V/coil *20) = 379 V

주절연고장은절연파괴를의미하므로보수범위

가 크며, 발전정지가 수반되고 보수기간도 장시간
소요되는특징이있다. 주절연에사용되는절연재료
는부분방전에강한마이카 (Mica)로전기적, 열적으
로 내성이 강하지만, 기계적인 진동 등에 부서지기
쉬운재료특성으로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유

기레진을주입하여기계적인스트레스로부터마이

카를보호한다. 유기레진은기계적강도를제공하지
만전기적열적스트레스에의해서는영향을받을수

있다. 유기레진이사용되기전인구형권선은아스팔
트나마이카폴리움 (Micafoliums)을사용하였으며,
이것은열적스트레스로인해형태와크기가변하는

열가소성수지로써 냉각되면 형태가 왜곡되는 단점

이있었다. 현재신규권선에서는에폭시또는폴리
에스터의열경화성레진이사용되고있으며, 열경화
성 권선은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열적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반적으로 높은 운전온도에서도 왜형 되
지않는특징이있다. 

5. 고정자 권선의 함침

함침 (Impregnation)은 고정자권선 절연 공정 중
에 발생하는눈에 보이지 않는절연층간 미소 보이

드에대해함침장치를이용하여진공으로공기를제

거한후레진을충진하고경화시켜절연층간보이드

를제거는기법이다 [4].

5.1  진공가압함침 (Vacuum Pressure Impregnation,
VPI)

VPI 공정은전체적으로함침하기에는너무큰회
전기기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코일에마이

카페이퍼또는마이카스프리팅테잎 (Mica splitting
tapes)이감겨지고코일당한개의몰드 (틀)에삽입된
다. 함침용탱크에이몰드를모아놓고, 진공을가하
여테잎의층간에트랩되어있는공기를제거한후

낮은점도의에폭시또는폴리에스터레진을탱크에

주입하고, 탱크에압력을가한다. 그리고적당한온
도를유지하면서마이카테잎층간으로레진이흘러

들어갈수있도록압력을상승시킨다음열과압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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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진을경화하여보이드크기를최소화시킨다. 끝
으로고정자코일이슬롯크기에맞도록보정한다.

5.2  Global VPI
Global VPI는작은크기의권선과철심으로구성

된회전기기에대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공정이다.
5.1절에서설명한VPI 공정과같이코일은마이카테
잎으로절연된다. 그다음코일이철심의슬롯안에
놓여지고, Side packing과 지가설치된다. 이렇게
조립된고정자는VPI 탱크안에넣고함침된후레진
경화를위해가열된다. Global VPI 권선의장점은함
침과정이 신속하고 제조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함침공정전에코일을설치하므로고정자의기계적

안정성을증가시키는데도움을준다.

5.3  Resin-rich방식
이 방식은 에폭시레진으로 직접 함침된 마이카

페이퍼테잎을사용하는것이다. 코일에에폭시레진
테잎을직접감고, 코일이프레스 (압력기)에놓여진
다. 프레스안쪽이가열되어코일에가해지고, 경화
를 위해 가압된다. 테잎의 가열로 레진이 테잎으로
흘러들어가고, 테잎 층간에 모든 보이드를 채우게
된다. 가열되었을 때 충분한 레진이 쉽게 흘러들어
가도록하고완벽하게레진이경화되도록하는정밀

한온도제어가필요하다. 

6. 고정자권선의 전압 스트레스 완화

소선절연, 턴절연, 주절연의절연재료에더하여 6
kV 이상의기기에는권선의전압스트레스를완화시
킬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전압스트레스 완화의
목적은첫 번째로 고정자 철심내부에 위치한 고정

자권선의전압스트레스가일정하도록하고, 두번째
로철심외부에위치한외측고정자권선에서발생하

는표면부분방전을억제하기위한것이다. 전압스트
레스를완화하기위해사용되는두종류의재료로철

심내측권선표면에는 Semi-conductive tapes/paints
가철심외측권선표면에는Grading tapes /paints가
사용된다 (그림12).

6.1  반도전층 (Semi-conductive layer)
그림 10은Top 코일의측면을볼수있는고정자권

선과슬롯의단면이다. 이코일은반도전타입의사
이드팩킹을 이용하여 슬롯에 고정되어있다. 그림
10(a)의오른쪽코일부분에서보인것처럼, 고전압도
체와접지된철심사이에는절연물과공기보이드가

존재하게된다. 설계자료에의하면이공기보이드가
0.05 mm 보다작을수도있지만, 설치초기운전기간
동안새롭게감겨진절연재료는약간수축되므로좀

더큰공기보이드가존재할수있다. 절연물과공기
보이드는모두가두전극 (도체와철심)사이에있으
며, 다른유전율 (ε)을갖는재료의커패시터 (Cin, Cair)
특성을갖게된다. 정격전압이이들의커패시터사이
에인가되면, 전압스트레스는유전체의특성과두께
에근거하여각유전체로분압된다. 일반적으로공
기의유전율이절연물의유전율보다작으므로공기

보이드에전계가집중하게되고공기보이드유전체

간전압이공기의전기적절연파괴점 (3 kV/mm)을
초과하면, 아크또는부분방전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공기보이드간전압스트레스를제거하기

위해서슬롯에위치한고정자권선표면에낮은저항

특성을 가진 반도전 재료인 Semi-conductive
tapes/paint가사용된다. 반도전재료 (Rsemi)는저항
값이 낮으므로 그림 11과 같이 공기 보이드간 커패
시터 (Cair)을단락하는데사용되어부분방전을발생
시키는전압형성을방지하게된다.
즉, 반도전 재료의 표면이 양호하고, 연속적이면

공기의 절연파괴를 일으키는 전압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고정자 철심과 코일표면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더라도전압스트레스는없게된다.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10. 반도전층 공기보이드 단면 (a) 과 실제 PD 발
생으로 인한 Side packing 침식현상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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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계완화코팅 (Grading coating)
전압스트레스를완화시키는두번째재료는그레

이딩 코팅으로 불리는 테잎 또는 페인트형태의 실

리콘 카바이드로 반도전 재료에 비하여 고저항 특

성을 갖는다. 슬롯의 외부로 인출된 권선에서 반도
전테잎과같은접지면이없다면코일의표면은도

체와같은전위가되며고압측단자부 (Line-end) 코
일에 있어서 반도전 테잎의 말단 경계면에는 정격

대지간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슬롯의 바깥쪽 반
도전 테잎의 끝부분에서 접지면이 사라짐으로 그

경계면에전계가집중되어높은전압스트레스가발

생 된다. 이러한 전압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12(a)와 같이 철심에서 인출된 권선의 주절연
시스템표면에반도전코팅과오버랩핑하고, 단말권
선쪽으로 7-12 cm 그레이딩코팅을한다. 그레이딩
코팅에사용되는실리콘카바이드재료는저항이인

가전압에 감소하는 비선형 저항특성을 갖고 있으

며, 코팅영역의 길이는 권선의 설계전압에 따라 다
르다. 그레이딩 코팅의 목적은 철심에서 인출된 단
말권선의접지된반도전층에서발생하는고전압을

부분방전 없이 천천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압스트레스 완화 코팅이 없거나 장시간 높은 전

계에 노출되면 그림 12(b)와 같이 단말권선에 상대
적으로국부적인점에서심각한전기적스트레스로

인한부분방전으로절연물에서백화 (White power)
현상이발생하게되며예측된권선수명을단축시키

게된다.

7. 고정자권선의 절연열화요인 및 영향

발전기고정자권선은각종스트레스에의해절연

체 중의 유기질 성분의 분자구조가 변하고 절연층

자체에기포나균열이발생하는등본래의절연성능

을저하시켜절연파괴로진전된다. 회전기의절연열
화 현상은 다양하지만 열화 요인을 분류하면 열적

열화, 전기적열화, 기계적열화, 환경적열화등으로
분류할수있으며열화는이러한요인이복합적으로

권선절연물에 작용하여 진행된다. 그림 13의 (a)는
양호한고정자권선단면으로보이드가없는상태이

Special Thema

그림 11. 코일과 철심간 보이드 등가회로.

(a)

(b)

그림 12. 전계완화코팅. (a) 전계완화코팅 구조, (b) 권
선인출부의 백화 (White powder)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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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b)는 고정자권선에 반복적인 열적 스트레스를
인가한후권선단면의열화상태를보여주는것으로

절연층에서 박리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c)는이러한복합적스트레스인가후전압스
트레스를인가하여절연물에도전로가형성되어절

연파괴가발생한권선의단면을보여준다.

7.1  열적열화
운전중 권선의 발열에 의한 산화열화 또는 열분

해로절연특성이나절연층의기계적강도등이저하

하는현상을열적열화라한다. 열화원인에있어온
도 변화가 기계적 응력을 일으키지만, 단지 온도만
으로 절연재료에 손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높은

온도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적 열화는
현재 사용하는 고정자 권선에 있어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고정자, 회전자 및 성층철심 절연 재료에서
발생한다. 고정자철심은고정자와회전자권선에서
발생되는동손에의해간접적으로영향을받을뿐만

아니라 성층철심에서 철손에 의해 가열된다. 또한
회전기에사용되는모든절연및보강재료는권선에

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시간이 지남에 따라열화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각각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열
화 속도는 열 특성과가해지는 온도에 의해결정되

며, 고정자절연재료의주된열발생원은고정자권
선의도체에서의줄열 (I2R) 손실이다 [5]. 표 1은열
적열화요인에따른열화형태를설명하였다.

7.2  전기적열화
회전기권선에서절연재료의절연내력이정격전

압혹은과도전압에더이상견디지못할정도로약

화되면권선에서절연파괴가일어난다. 이러한전기
적 열화에는 부분방전, 도체표면방전, 주절연 내부
방전, 슬롯방전및단말권선방전이있다. 절연층내
에박리나보이드가존재하면운전전압에서부분방

전이발생하여절연층이침식되고, 방전발생에따른
부산물인열, 활성산소, 오존등을생성하여물리적
분해를일으킨다. 부분방전에의한침식은유기재료
의 분해를 발생시키며 보다 큰 방전으로 진전된다.
부분방전열화는전계가집중되기쉬운도체부근에

서시작되며층간절연의절연내력이저하되어발생

하고, 오손이나 흡습이 원인이 되어 코일절연 표면
에서외부방전을발생시키기도한다. 이러한방전은
절연표면에 도전로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절연파

괴에이르게되며이경우는전압과외부환경요인과

복합열화를발생하게된다. 표 2는전기적열화요인
에따른열화형태를설명하였다.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a)                                   (b)                                    (c)

그림 13. 고정자권선의 절연열화 진행과정 (a) 양호한권선 절연물 단면, (b) 열화권선 절연물 단면, (c) 절연파괴권선
절연물 단면.

표 1. 열적열화요인 및 열화형태.

열열화화요요인인 열열화화형형태태

연속적인고온에서의열화

도체와소선접합재의열화

주절연접합재의열화

슬롯 Packing, Wedge와권선단말부
Bracing의열화

권선과Bracing재료의상대적팽창 권선사이Blocking 물질이완

가열및냉각주기의반복

(Thermal Cycling)

테이프분리와Cracking
권선단말부의Bracing과

Packing의이완
슬롯내에서의권선이완

마모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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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계적열화
기계적 열화는 회전기의 과도한 진동과 기계적

스트레스에의한손상으로회전기의기동정지, 급격
한부하변동으로인해정상운전혹은과도상태에서

고정자권선에나타나는전자력에기인한다. 이와같
이 주기적인 전자력에 의해 슬롯 내에서권선이 움

직이며굽힘과압축에의해도체와주절연에스트레

스가가해지고절연재료가마모된다. 기계적스트레
스로는시동정지시의전자력, 운전중의진동, 냉열
사이클에의한응력등이있으며, 이들의기계적힘
은 권선단말부에 집중이 되고, 코일 단말부 절연층
의갈라짐이나팽창현상으로나타난다 [6]. 표 3은기
계적열화요인에따른열화형태를요약하였다.

7.4  환경적열화
환경적 열화는 고정자 권선 표면이 여러 가지의

화학약품, 유독가스, 분진, 수분및기름등에놓여있
기 때문에 단말권선의 절연층 표면에도전성 물질

이 부착됨으로써 일어난다. 특히 발전기 정지중에
수분과먼지가흡수되어절연층열화에크게영향을

미친다. 습기의경우는절연저항의저하에기인하여
절연내력을약화시키고, 먼지등은도전성이낮아도
흡습에의해절연저항이저하되고이음새의막힘으

로통풍냉각을저하시켜온도상승에의한열열화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환경적열화는수력발전기에
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화력발전기는 수소가스 봉
입의밀폐형식으로운전되므로환경적인열화를거

의받지않는다. 

8. 수력발전기 고정자권선 절연진단방법

고전압회전기 고정자권선의 절연시스템 절연특

성이우수하더라도 7절에서설명한여러가지열화
요인 (열적,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에 의하여 고정
자권선의절연열화는서서히진행되며결국기대수

명을 다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돌발사고를 방지하고, 최적
의유지보수에의한경제적인운용을위해서는권선

에 대한 정확한 절연열화진단이 행해져야 한다. 이
러한절연진단방법에는회전기가정상운전중 (On-
line)인조건과정지중 (Off-line)인조건에서측정하
는방법이있다. 운전중진단방법은그림 14(a)와같
이측정대상권선절연물에서발생가능한열화요인

이모두존재하는정상운전조건에서측정이가능하

고, 연속적인진단이가능한반면잡음등의외부요
인에의한영향을쉽게받을수있어초기진단개념

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정지중 진단방법은 그
림 14(b)와같이측정을위하여운전이정지되고주
전원 단자가 분리되어야 하며 대형 회전기의 경우

시험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대용량의 시험변압기

(Test transformer)가필요한단점이있지만, 노이즈
의영향이적고, 표 4과같이다양한측정방법을통
하여진단이가능하므로정밀진단의개념으로수행

되고있다 [7-9]. 이러한진단방법중의하나인부분
방전시험은 권선절연물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Partial Discharge)을 측정하는 진단방법으로 회전
기가 정상 운전중 (On-line)인 조건과 정지중 (Off-
line)인 조건에서 모두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10]. 본고에서는여러진단방법가운데운전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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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기적 열화요인 및 열화형태. 표 3. 기계적 열화요인 및 열화형태.

열열화화요요인인 열열화화형형태태

120 Hz권선진동력
(Bar Vibration Force)

주절연과 Slot사이의상대운동에
의한마모

단말권선에서의전자력

(Electromagnetic Force in
Endwinding)

정상상태하에서방사상과

원주방향의권선Bracing 이완
과도전류에의한충격

(Transient Force)

마모물질 (Abrasive Material)
권선표면에연마성물질의충돌로

인한침식발생

열열화화요요인인 열열화화형형태태

전기적방전

(Electrical Discharge)

도체표면방전, 주절연내부의방전
슬롯방전, 슬롯외부방전. 

권선단말방전

표면의Tracking 현상과흡습
표면트랙킹및흡습에의한

도전성경로형성

계통이상전압

(System Surge Voltage)
Turn절연의약화및열화

전원전압의불균형 역상전류에의한국부적인권선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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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진단시스템에대해설명한다.

8.1  수력발전기고정자권선의운전중부분방전진단
부분방전은 전기적, 열적, 기계적 그리고 환경적

인스트레스에의해발생되는고정자권선절연재료

의 손상 및 열화징후를 나타내므로 부분방전을모

니터링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부분방전의일반적인특징을설명한다.

(1) 보이드형태
절연고장 메커니즘의 첫 단계는 그림 15와 같이

가스보이드 (Gas-filled void)의생성이다. 이보이드
는 함침레진의 열화로 인한 결과로서 열적열화, 부
하변동, 부적합한함침등에의해절연물의중간또
는도체접촉부에위치하거나느슨한코일, 반도전층
열화, 오손, 부적합한공간등에의해코일표면에위
치하게된다. 

(2) 전기적방전
절연층 내부 또는 외부표면에 보이드가 발생하

면, 전위차가그사이에발생하며, 전압의크기는인
가전압, 절연물커패시턴스와보이드의가스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예로 다음의 조건을 들어 보이드에
서발생하는전압을계산하면아래와같다.
절연물은 에폭시로 함침되고 두께는 5 mm이며,

공기냉각방식의발전기로정격전압은 13.8 kV, 에어
갭은 0.5 mm로 가정한다. 보이드간 발생된 전압
(Vair)은위그림 10(a)를참고하고, 근사치는다음과
같이계산된다.
일반적으로커패시턴스는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a)

(b)

그림 14. 부분방전 시험방법 결선 예 (a) 운전중 시험,
(b) 정지중 시험.

표 4. 정지중 고정자권선 절연진단 시험방법.

절절연연진진단단법법 진진단단대대상상 절절연연열열화화진진단단인인자자

절연저항시험 전반적인열화 •절연저항값

직류누설전류시험 오손, 흡습 •성극지수(PI)

유전정접시험 열열화, 오손, 흡습
•tanδ
•Δtanδ

부분방전시험
보이드(기포, crack)

전기트리

•위상및시간기준방전분포

•왜도및첨도

•방전개시전압

•부분방전량의전압의존성

•부부방전량의시간의존성

내전압시험 절연내력 •절연파괴의유무 그림 15. 고정자권선 열화에 의한 보이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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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폭시의유전율 (εr)은대략적으로 4이고, 절연물
커패시턴스는 Cins = 4ε0A/dins이며, 보이드의 커패
시턴스는 Cair = ε0A/dair이므로, 보이드에인가되는
전압은다음과같다.

위 식에서 각 커패시턴스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하

고, 절연물의 단면적이 보이드의 단면적과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같다.

dins = 5-0.5 mm = 4.5 mm, dair = 0.5 mm, 대지간인
가전압은 V = 7962 V이므로, 보이드에인가되는전
압크기는Vair = 2450 V이다.

방전은 전기적 스트레스가 가스에 대해 전기적

절연파괴점을초과했을때발생한다. 공기의절연파
괴전압은 3 kV/mm이므로 위 예에서 보이드에 인
가되는전압은 2450 V/0.5 mm 이므로, 4.9 kV/mm
의 전압이 발생하여 전기적 절연파괴가 발생한다.
보이드에전기적스트레스를주는요인에는갭길이

를포함하여보이드의직경, 내부가스및압력, 표면
상태등이있다. 
인가된상용주파수의전압파형이상승하면, 보이

드간전기적스트레스는보이드에서과전압상태가

될 때까지 증가한다. 여기서 과전압은 보이드간 전
압이보이드크기와가스에서요구되는파괴전압을

초과할때의상태를말하며보이드가과전압상태일

지라도, 갭 사이에서 전자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절연파괴는발생하지않는다. 전자사태에의한절연
파괴는 매우 빠른 전류펄스 (부분방전)를 일으키는
갭간전자의흐름이며절연파괴가발생하면방전을

지속할수있는갭간전압은소멸된다. 절연파괴펄
스는부분방전으로측정장비에서검출되며, 갭전압
의극성이바뀌어서다른과전압상태에도달되기전

까지는더이상검출가능한부분방전은발생하지않

는다. 그래서그림 16과같이각보이드에대해서한
사이클에 두 번 부분방전 검출이 가능하다. 부분방

전은절연물에가스-충전보이드가존재한다는것으
로열화의징후를표시하며, 유기레진의카본결합을
파괴하고열화를촉진한다. 보이드간전압스트레스
의크기가인가전압에의존하기때문에대부분의부

분방전은 고전압이 인가되는 고압접속부 코일

(Line-end) 부근에서발생하게되며, 중성점부근에
서의코일은공기의절연파괴를일으킬정도로대지

간전압이인가되지않으므로부분방전은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6에서보인모델은아주간략화한모
델을보여주며, 일반적으로보이드에서방전의주파
수와크기는보이드크기, 형상, 내부가스압력그리
고 표면보이드의 상태에 따라복잡한 현상으로 나

타난다.

(3) 부분방전펄스형태
부분방전펄스는매우빠른상승시간과짧은펄스

폭을갖고있으며, 펄스의주파수, 상승시간, 연속된
Peak의 크기는 각 펄스마다 다르고, 기기의 기하학
적구조, 펄스의위치, 절연재료등에의해서도다르
다. 부분방전은펄스형태로 DC에서 GHz 단위의주
파수스펙트럼을발생함으로대부분의부분방전측

정장비는 1-5 ns의상승시간을가진초기펄스를검출
한다. 상승시간을고려하여초기근사치펄스의실제
주파수는 f = 1/T = 1/(4*상승시간)이다. 예를들어 3
ns의상승시간을가진펄스가주기를갖는다면, T =
4*3 ns = 12 ns이고주파수는 f = 1/12 ns = 83 MHz가
된다. 따라서일반적으로발생되는부분방전신호는
1∼5 ns의상승시간영역으로주파수영역에서는 50
∼250 MHz 대역에해당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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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분방전 발생신호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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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력발전기운전중진단시스템설치사례

이제까지발전기를포함한회전기고정자권선절

연물의특징과열화원인그리고열화에의해절연물

에서발생하는부분방전의특징에대해알아보았다.
특히, 부분방전크기는절연물내보이드크기와관련
성이있고, 부분방전량은보이드의개수와관련되고,
부분방전의위상특성 (극성및위상)은절연물내보
이드의위치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이

러한부분방전데이터를이용하면절연물의열화특

성을분석하는데매우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여기
서는이러한부분방전특성을이용하여수력발전기

고정자권선의열화상태를측정하는부분방전진단시

스템의설치사례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11-12]. 

9.1  국외사례
국외의 경우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운전중 진단

은 1970년대 후반부터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와 Canadian Electrical Association
(CEA)의지원으로캐나다 Ontario Hydro의연구소
가 주관하고, Manitoba Hydro 등의 전력회사가 참
여하여주로수력발전기고정자권선에대한운전중

진단을실시하면서정지중진단및육안검사결과를

상호비교하여운전중진단기술의신뢰성을증대시

켜왔다 [13]. 1980년대중반부터는부분방전측정장
비인 Partial Discharge Analyzer (PDA)가상용화되
어캐나다, 미국등을비롯한북•남미와유럽각국
에서사용중에있으며많은설치경험과현장진단사

례를바탕으로운전중진단기법과신뢰도가향상되

었다. 그림 17은 이러한 진단시스템이 설치된 발전
기의 진단사례로 측정된 부분방전크기가 급등하여

고정자권선절연의고장징후가나타나발전기를분

해점검 한 결과 절연물의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권
선보수후부분방전크기가상당부분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14]. 

9.2  국내사례
국내의경우 1990년대부터한국전기연구원을중

심으로회전기진단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기반기

술을구축하였으며, 2006년에는회전기의운전중부
분방전측정용센서로써세라믹소체를이용한센서

를세계최초로개발하였다 [15]. 수력발전기고정자
권선의운전중부분방전진단시스템가운데이세라

믹센서를이용해국내자체개발로이루어진진단시

스템인 Partial Discharge Measuring System -
Hydro Generator (PDMS-HG)는 수력발전기 고정
자권선에설치한센서에서운전중검출된부분방전

및외부잡음신호로부터필요한부분방전신호만을

검출하도록구성되었다. 그림 18은부분방전진단시
스템의구성도를보여준다. 센서로부터입력되는각
상별측정신호는먼저터미널박스 (Terminal box)를
거친 후 채널셀렉터 (Channel selector)로 입력되고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a)

(b)

그림 17. 권선 절연물 보수 전후 부분방전 크기의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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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채널 셀렉터 (Multichannel selector)에는 각 상
에설치되어있는 2개씩의센서중에현재측정하려
고하는상의센서신호채널만선택한다. 이렇게선
택된입력신호는증폭단 (Amplifier)에서그크기가
조정되고, 필터단 (Filter)에서 외부잡음을 1차로 제
거한다. 필터를거친두신호는정극성신호와부극
성 신호로 분리 (Divider)되며, 이 신호는 Wave
shaping 회로를거치고부분방전신호와외부잡음을
구분하기위하여차등증폭되는신호와실제부분방

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신호로 구분된다. 차동증
폭된 신호와 부분방전 측정용 신호는 고속의 Peak
detector & Hold 회로에서 60[Hz] 한주기동안 3,600
point의 Peak 신호만을 A/D Sampling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내부 메모리에 저장한다. 저장된 Data는
통신으로 PC로 전송하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의해 취득된 부분방전신호를 진단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19는현장에운영중인진단시스템의설
치예를보여준다.
이 진단시스템을 수력발전기에 적용하여 4년 동

안 운영한 실시간 측정 데이터는 그림 20과 같으며
현재까지전체적인경향은크게변화된것없이절연

상태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10. 결 론

발전기를 포함한 전력

설비 운영방식이 자동화

에 따른 무인화 운영으로

원격감시진단의 필요성

이 증대됨으로써 설비의

건전성 진단을 위한 많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발전기 고정자권선

에 대한 절연열화 진단기

술은앞서설명한것과같

이정지중진단및운전중

진단방식 모두 신뢰성이

확보된 기술이지만, 고정

Special Thema

그림 20. 부분방전크기 경향분석 자료 (2010.1∼2011.7).

그림 18. 부분방전진단시스템 구성도.

그림 19.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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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권선의절연재료및제작방식이제작사와설비마

다 상이하여, 측정값에 대하여 절대적인 기준값을
적용하여열화상태를판정하기는매우어렵기때문

에 절연물 열화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를

측정하고 그 특성값의 경향 (Trend)을 분석하는 운
전중진단기술은초기열화상태를판단하는데중요

한역할을한다. 따라서운전중진단에의한이상징
후가나타나면다양한측정방식의정지중진단시험

을 통하여 진단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고판단했을경우분해점검 (Overhaul)을결정
하여 정밀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기
고정자권선고장으로보수에소요되는장시간발전

정지는경제적손실이막대하기때문에미리설비의

이상상태를파악하고운전계획을검토하여발전손

실이최소화하는기간에보수시기를결정하는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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