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7호 (2013년 7월)  17

S
P

E
C

I
A

L
 T

H
E

M
A

Special Thema

박현준 수석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전동차연구단TFT)

1. 서 론

현재 전기철도는 경부 1단계 및 2단계 고속

철도 건설이후로 호남고속철도 등 지속적으

로 건설되고 열차운행체계가 디젤열차에서 전

기차로 변환됨에 따라 지하철 및 전기철도의 

운행 중 돌발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핵심 전

기 장치의 운전 중 열화 진단 시스템 개발, 전

철·전력계통 보호기술 확립, 전철·전력 설

비 유지보수의 간소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

되고 있다 [1]. 현재 전기철도의 차량진단 기

술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

고 있으며 정지 중 진단 방법을 사용해 왔으

나 운행 중 절연파괴 및 절연열화와 같은 진단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견인전동기는 빈번

한 기동과 정지, 고속주행 및 진동 등 열악한 

운전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

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견인전동기는 소

선절연재료의 손상에 의해 소선단락이 발생함

에 따라 최종적으로 절연파괴가 일어난다. 견

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주절연재료로 켑톤테

이프 (Kapton tape)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전 

중에 열적, 기계적, 전기적 응력 (Stress) 및 

외부환경에 의한 열화요인이 단독 혹은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 열적요인은 열응력과 열분

해로 분류되는데, 열응력은 기계적 응력과 더

불어 균열 (Crack)을 발생시키고 열분해는 에

폭시의 분해에 의한 가스압력이 증가하여 접

착강도를 저하시켜 계면에서 박리를 발생시킨

다. 외부환경에 의한 열화는 먼지, 오일 및 습

분의 유입으로 인해 고정자 권선 표면에서 오

손이 발생한다.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절

연열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체표면과 

주절연재료 내부에서 공극, 반도전층 손상 및 

소선단락 등과 같은 인위적인 결함을 갖는 4

개 종류의 권선과 정상적인 권선을 제작하여 

정상상태를 포함하는 5가지 종류의 권선을 견

인전동기 고정자에 설치하고 절연 진단을 수

행하여 절연열화 상태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크기 등

을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운전 중인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함요소별로 부분

방전 패턴과 크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사

전에 결함 감지를 위한 최적 감시기법을 개발

이 시급하다. 전동차 열화진단은 일본의 경우 

지하철 시스템에 열화진단 시스템을 미국 시

스템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

국의 경우 회전기의 온라인 진단 알고리즘을 

각 기기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축척하고 있

다. 또한, 운전 중 부분방전 진단장치인 PDA 

(Partial discharge analyzer)를 이용 고압용

량은 수행하고 있으나 견인전동기와 같은 진

단장치는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 

전기철도 견인전동기 온라인 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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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인전동기 운전 중 
부분방전 시험

운전 중 부분방전 시험은 정지 중 시험에 

비해 대부분 고정자 권선이 선간전압에서 운

전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방전 활동이 현저하

게 감소한다. 또한,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된 

부분방전은 전원 시스템으로부터 전기적인 

간섭이 중첩된다.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고압이 인가

되는 첫 번째 권선은 상당히 큰 부분방전이 

발생한다. 운전 중인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

선에서 부분방전 측정을 위해 바람직한 대역

폭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에 부분방전 센서

가 상 끝에 위치하면, 단지 그 권선에서 높은 

부분방전 활동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방전이 저주파수 혹은 고주파수에서 감

지되면, 고주파수에서 펄스 감쇠가 상대적으

로 낮아진다. 왜냐하면 가장 활동적인 부분

방전 발생영역은 방전 센서에 밀접한 곳이기 

때문이다. 

전기적인 간섭은 측정 대역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전기적 노이즈는 운전 중

인 견인전동기와 발전기에서 부분방전 신호

보다 1,000배 (60 dB) 만큼 크다. 특히, 고정

자 권선은 고압 수소 가스에 의해 냉각된다. 

간섭은 고압 버스, 변압기 부싱, 슬립링으로

부터 스파크, 전기집진기, 전원장치의 운전, 

전력선 캐리어 통신, 라디오 스테이션 및 스

위치 모드의 컴퓨터 전원장치에서 무해한 코

로나가 유발된다. 이런 노이즈는 1 MHz 이

상의 주파수에서 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

다. UWB (Ultra-wide band)가 100 MHz 이

상인 부분방전 측정기는 스위치 기어와 견

인전동기에서 운전 중 부분방전 감지를 위해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전기적 잡음, 감쇠 및 

대역폭 등이 측정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정자 권선에서 좋은 부분방전 데이터를 얻

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견

인전동기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측정

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2.1 견인전동기 열화 분석
주파수를 변동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견인

전동기의 절연파괴 메커니즘은 단독적인 열

화뿐만 아니라 전기적, 열적, 기계적 및 화

학적인 복합작용에 의한 열화로 인해 발생

한다. 또한, 견인전동기 속도 조정이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컨버터

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빠른 스위칭 속도로 

인해 절연재료에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주파

수를 변동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견인전동기

의 절연시스템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혹하

게 받음에 따라 수명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인버터 (Inverter) 전원의 전압 변동은 견인

전동기의 열적, 전기적 및 기계적 열화를 가

속하여 절연성능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더 

높은 온도에 대한 지속적인 내구력은 정상적

인 전동기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한다. 합법적

인 운전범위에서 좀 더 정상적으로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공급하면, 짧은 시간의 과

열부하에도 견딜 수 있다.

대용량 교류전동기에서 많은 절연재료의 

고장은 높은 내부적 턴 전압 응력에 의해 야

기되는 내부 턴 절연재료의 파괴로 기인하

며, 그런 심한 응력은 고정자 권선에서 빠

른 선행적 스위칭 서지의 적용 때문에 발생

한다. 내부 턴 절연재료 등급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운전 경험에 의존한다. 좀 더 합리적

인 접근을 위해 인버터를 사용하는 전동기

의 내부 턴 절연재료는 운전 중에 견딜 수 있

는 응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교류전동

기는 내부 턴의 급격한 선행적 과전압에 견

딜 수 있도록 설계하며, 서지 증가 시간과 형

상, 코일 절연재료 치수, 코일 크기 및 형상

에 의해 전압분포가 결정된다. 급격한 선행 

서지로 인해 손실이 없는 코일에서 전압분포

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도 가능하

다. 급격한 선행적 과도상태로 인해 매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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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 턴 전압은 코일에서 발생한다. 게다

가 고정자 권선에서 과도한 전압분포에 관한 

코일과 서지 상수의 영향도 역시 연구되었

다. 고정자 권선은 송전선과 같은 특성을 갖

고 있으며, 급격한 선행적 파형은 송전선을 

따라 전송되는 파형과 유사하게 권선 내부를 

이동한다. 대용량 교류전동기의 단말권선에 

대한 다 도체 송전선 모델의 분포 상수는 손

실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좀 더 상세하게 코

일 환경을 나타낸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견인전동기의 열화 분석은 열적열화 

(Thermal Aging), 기계적 열화 (Mechanical 

Aging), 전기적 열화 (Electrical Aging)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요약하면, 전압변동

은 열적, 기계적, 전기적 및 전동기 절연재료

의 화학적 열화까지도 가속시켜 최종적으로 

절연파괴를 야기하여 전압변동 감소는 운전

조건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6].

그림 2는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에서 부

분방전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도를 나타내

었다.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쉐링브리

지 (Tettex Instruments)를 연결하여 교류

전압을 인가하며, 커플링 커패시터 (Tettex 

Instruments, 4,000 pF)는 권선에서 유입

되는 신호를 커플링 유니트 (Coupling unit, 

Tettex Instruments AKV 572)에 보내어 증

폭한 후 부분방전 측정기에서 방전크기를 측

정하였다. 부분방전 측정기의 주파수 대역폭

은 40~400 kHz이다.

2.2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시험 및 분석
정상 운전 중에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서 턴 사이의 절연재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스위칭 

운전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턴 절연재

료는 매우 높은 전기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표 1.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함 종류 [7,8].

권선 형태

권선 결함 소선단락 도체표면에서 공극
주절연재료 

내부에서 공극
반도전층이 
제거된 권선

정상권선

그림 2. 견인전동기 부분방전 시험 회로도 [7,8].그림 1.  권선 결함에 따른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
선 사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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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에 턴 절연재료가 약하면 그런 조

건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견인전

동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절연재료 파괴는 

턴 절연재료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절연내력 시험은 주절연재료의 

건전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고 서지는 

견인전동기고정자 권선에서 턴 절연재료의 

단락상태를 시험한다. 한 개의 서지 발생기 

혹은 반복적인 서지 발생기로부터 0.1~0.2 

μs의 상승시간을 갖는 서지가 턴 절연재료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견인전동기의 갑작스런 고장은 고정자 권

선에서 절연재료의 사전 파괴에 의해 발생

한다. 주절연재료에 인가되는 전압은 견인

전동기의 상 전압 만큼 높다. 정상적인 운

전 동안에 상대적으로 얇은 턴 사이의 절연

재료에 인가되는 전압은 낮으며 (전형적으로 

10~100 V), 가파른 선행전압이 턴 절연재료

를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주절연재료의 파괴

를 유도한다. 서지 시험은 턴 절연에 순간적

으로 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할 경

우에 절연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서지 시험

은 진단시험이라기 보다는 턴 절연에 대한 

내전압 시험이다. 

서지시험에서 시험 코일 혹은 권선에 공

급되는 서지 전압 파형은 턴 절연재료의 건

전성 혹은 파괴를 감지하는 도구로서 사용

된다. 턴 절연재료의 파괴는 건전한 턴 절

연재료와 비교할 때 서지 VWF (Voltage 

waveform)의 변화에 의해 감지된다. 한 개의 

코일에 대한 서지시험에서 턴 절연재료의 파

괴를 감지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측정된 

서지 VWF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건전한 권선에 대한 서지시험 동

안에 턴절연재료의 파괴는 측정된 서지 VWF

에서 작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하기

가 어렵다. 

턴 사이가 단락이 되지 않았다면 임피던스

는 같고 두 파형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약, 

두 파형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게 된다면 두 

권선 중 하나는 단락이 되었음을 나타냄으로 

두 파형의 크기와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단락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Y, Δ 권

선인 경우 L1, L2에서 발생하는 파형이 중첩

되면 턴 사이에 단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

고, 두 파형의 폭과 진동 주파수가 다르면 턴

간 단락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다. 상용화

된 서지 시험 장치에서는 중첩된 파형을 비

교 분석함으로서 단락상태를 판별할 수 있

다. 그림 3는 소선이 건전한 상태이며, 그림 

4는 소선이 단락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열차 운행 중 돌발 사고를 예

방하기위한 신뢰성 있는 진단기법 개발과 철

도 전기기기 및 전철분야 열화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부분방전을 이용한 온라인 열

화진단 기술을 나타냈다. 견인전동기 운전 

중 진단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열화상

그림 3. 건전한 권선의 서지시험.

그림 4. 단락된 권선의 서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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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진단은 1,000 pF의 민감한 센서에서 2.3 

kV 이상의 전압에서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

며 상업화를 위한 1,000 pF 이상의 센서의 

민감도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로 부분방전의 

패턴을 더욱 증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서지

시험 결과 중첩된 파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견인전동기 고정자 권선 소선단락의 소선단

락 상태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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