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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ported that the life of generator stator windings is expected about 30 years and a leak and 
water absorption phenomena can be progressed by fatigue, vibration, and corrosion. The water-cooled 
generator stator windings which were operated over 15 years are over 20 units and the mechanical 
problems such as leak and water absorption were found in the generator stator windings. In this paper, 
the systematic mechanical integrity evaluation methods which are applied to the water-cooled generator 
stator windings within the country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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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V : 발전기 권선 체적

H : 시험 시간(hour)
M : 대기압(mmHg)
B : 압력(in-Hg)
T : 온도(K)
P : 진공도(micron) 
A : 측정전극의 면적

d : 평판사이의 거리

 : 진공에서 측정한 유전상수 (F/m)

 : 유전체의 유전율

1. 서 론

대용량 발전기는 터빈에서의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소의 핵심 설비

이며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되는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고온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용량에 따라 각각 공기 냉각방식, 수소 냉각방식, 
그리고 수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00MW급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의 경우, 냉각 효율이 좋은 

수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발전기 고정자 권선을 

냉각하고 있으나 발전기 수냉각 방식은 냉각 효

율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냉각수 누수로 인한 

주절연 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고장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는 대용량 발전

기 고정자 권선에서의 누수 사고가 자주 발생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

어 많은 정비비용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

협하고 있다. 발전기의 운전 신뢰성 및 수명 제

고를 위하여 정기예방점검(O/H) 기간 중 발전기 

로터 및 고정자 권선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

고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 운전하여 노후



화된 발전기에 대해서는 수명진단을 수행하고 있

다.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국내외 발전기 고정

자 권선의 냉각수 누수 및 수소 누설 사고의 주

요 원인으로 발전기 로터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

는 전자력에 의한 진동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동을 유발시키는 힘은 터빈-발
전기 로터의 불평형 또는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되는 힘과 전자력, 유니트 기동 정지 및 부

하 변동에 따른 열팽창, 그리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단락 또는 계통 분리 등과 같은 비정상 운

전 조건에서 발생되는 과도적인 힘 등을 들 수 

있으며 발전기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유기되는 

전자력에 의하여 발전기 운전 중 항상 진동이 유

발되고 비교적 구속력이 약한 권선 단말부는 진

동에 취약하여 구속장치를 느슨하게 하여 권선의 

마멸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발전기 고정자 권선

에 대한 점검 중에서 육안점검은 매우 중요하며 

권선 및 스페이서 사이의 파우더 존재 여부 및 

관통볼트에서의 균열 및 파우더 성분의 존재 여

부는 진동 측면에서 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진동 특성 평가 후 고유 진동수가 전자력에 

의한 가진주파수인 120 Hz 주위에 권선 군이 존

재하거나 다른 권선에 비하여 응답의 크기가 크

게 나타나는 권선 군에 대해서는 세심한 육안 조

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 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하

는 과도한 힘에 비해 전자력은 상대적으로 크기

는 작지만 정상 운전 중 항상 작용하는 힘으로

서, 진동 및 피로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고정자 

권선 단말 부의 기계적 건전성 측면 즉 공진 영

역과의 충분한 여유와 공진 영역에 있는 고유진

동수에서의 진동 허용치를 만족시키도록 권고하

고 있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냉각수 누수 상태 감시

를 통하여 주절연 파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는 On-Line 진단 시스템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으나 GE사의 SLMS 등과 같이 현재 개

발 또는 상용되는 몇몇 장치를 통해서는 고정자 

권선에서 누설되는 소량의 냉각수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는 O/H 기간에 

발전기 누설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설 시험 

중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누설처를 발견하면 반

드시 정비 또는 권선을 교체하고 있다. 최근 대

용량 수냉식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누수 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GE, Westinghouse, Siemens, 
Alstom, Toshiba, Hitachi 등 발전기 제작사들의 연

구의 주된 초점은 발전기 고정자 권선 누수의 원

인 규명 및 누수에 따른 대책, 즉 정비방법과 시

험에 대한 것으로 대분할 수 있다. GE사에서는 

흡습 또는 누수의 1차 요인으로 판단되는 부식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클립 브레이징 

부의 기공에서의 틈새 부식을 권선 부식의 원인

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냉각수 누수가 자주 발생

되는 클립 내부에서의 누수 현상을 정비하기 위

하여 에폭시 주입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권선 흡습 

진단을 위하여 정전용량 맵핑실험(capacitance 
mapping test)을 개발하였다. 한편 Toshiba는 발전

기 고정자 권선의 부식 메카니즘과 권선의 흡습

에 따른 경년 열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발전소 O/H 기간 

중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누설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지침의 부재로 발전소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누설허용치와 누설시험을 수행하

였으나 KEPRI에서 개발한 발전기 권선 누수시험

장비(GEN-SLeDiS)를 활용하여 권선 건조 후 누

수 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발전기 고

정자 권선 누수로 인하여 주절연 내에 습분이 존

재하면 권선을 교체하여 2차 파급 사고를 예방하

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수냉각 발전기의 냉각

수 흡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발전기 

제작사와 EPRI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의 관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

전기 고정자 권선 진단에 대한 자체 기술력 확

보, 발전소의 운전 신뢰성 증진 및 경제성 제고

를 위하여 KEPRI에서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흡

습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흡습측정장치

(GEN-SWAD)를 개발하여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흡습 시험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

다. 이는 각 권선의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분포 

곡선을 구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권선의 

흡습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전용량이 높

다는 것은 권선의 절연물 내에 습분이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GE사에 의하면 허용치를 넘는 

권선에 대해서는 1년 내로 권선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냉식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기계적 건전성 평가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2.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구조 

발전기는 제작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상 

운전 중 발생되는 전자력 또는 로타 회전에 따른 

기계력과 같은 정상 상태의 힘과 3상 단락과 같

은 과도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

다. 일반적인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는 수냉각 발

전기 고정자의 구조는 Fig. 1과 같으며 크게 프레

임, 고정자 철심, 권선 및 권선 지지장치, 그리고 

냉각수 공급을 위한 호스와 헤더로 구성된다. 고
정자 단말 권선을 지지하기 위한 장치는 주로 스

페이서와 끈, 그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제작사에서는 콘형의 지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전기 고정

자의 지지 구조가 제작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

정자 단말 권선의 진동 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고정자 프레임에 고정된 키바에 적층된 고정자 

철심의 슬롯에 고정자 권선이 2단으로 삽입되며, 
이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웨지가 사용된다. 고정

자 슬롯에서 나온 상하 권선은 스페이서와 끈으

로 인근 권선들과 묶여 있으며 내부 링과 외부 

링 그리고 권선 지지장치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

다. 따라서 고정자 슬롯부에 비하여 권선 단말 

부의 기계적 구속 상태가 비교적 취약하며, 실제

로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누수 및 권선 마멸 현

상이 고정자 권선 단말 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

다.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에서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 권선 클립 내부의 구조는 Fig. 2와 같

다. 고정자 권선의 내부 구조는 전류가 흐르는 

내부 동도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

여 많은 냉각수 통로가 있으며 외부는 마이카-에
폭시 절연재료로 쌓여 있다. 고정자 냉각수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냉각수가 테프론 호스를 거쳐 

고정자 권선 클립부로 유입되어 권선 내부의 냉

각수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권선을 냉각시키는 

구조이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서 발전기 운전 

중 냉각수가 자주 누설되는 위치는 테프론 호스 

연결부와 고정자 권선 클립부를 들 수 있다. 고
정자 권선 클립부는 각 권선에 대한 냉각수의 챔

버 역할 뿐만 아니라 상하부 권선에 대한 전기적 

연결부의 역할도 하고 있다. 클립은 BCu3P 성분

의 브레이징 재료에 의하여 권선에 연결되며 냉

각수와 브레이징부와의 틈새 부식이 고정자 권선 

누수의 1차 요인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다. 

3. 발전기 권선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 

수냉식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 누수 현상의 원

인 중 하나가 권선 단말 부의 진동에 의한 피로 

균열이다. 따라서 고정자 권선의 진동 특성을 측

정, 평가함으로써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기

계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소에서 발전기 고정자에 대한 수명평

가의 일환으로 전기적 시험이 주로 수행되고 있

으나 기계적 건전성 평가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

로소 종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발전기 권

선 진동 특성 시험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10년 동안 진행함으로써 각 발전소의 고정

자 권선에 대한 진동 특성 DB를 보유하고 있으

며 누수/흡습 시험은 2005년 이후부터 정확한 절

차와 권선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누

수/흡습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Fig. 3은 발전기 고

정자 권선에 대한 누수/흡습/진동특성시험 및 진

단을 위한 흐름도이다.

3.1 누수 시험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누설 시험은 발전

기 고정자 권선 내부의 냉각수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수분까지 완벽히 건조시킨 후, 진공 저하 

시험, 압력 강하 시험 및 헬륨 추적 시험을 통해 

권선 내부에 존재하는 누설처를 찾아서 정비함으

로써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기계적 건전성을 확

인하는 것과 2차적으로 전기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수냉식 발전기 고정자 권선 내부의 수분을 완

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기 불어내기 모드(air 
puffing mode)를 수행하여 권선 내부에 고여 있는 

냉각수를 외부로 배출시킨다. 공기 불어내기 모

드는 발전소의 계측용 공기 공급시스템(instrument 
air system)에서 건조공기를 공급받아서 누설 시험 

장치의 건조기를 통과시킴으로써 공기의 질을 더

욱 향상시킨 후, 고정자 권선 내부에 일정압력으

로 공급한 상태에서 밸브를 순간적으로 열면서 

권선 내부에 갇혀 있는 냉각수를 제거하는 공정

이다. 권선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가면서 반복

적으로 수행하여 권선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한다. 건조 공기 불어내기 모드(dried air 
blowing mode)는 공기 저장 탱크에 저장된 건조 

공기를 100℃까지 가열하여 발전기 고정자 권선 

내부를 순환시킴으로써 권선 내부에 잔존하는 수

분을 건조시키는 효과가 있다. 순환되고 있는 공

기의 노점을 측정하여 -30℃ 이하가 되면 건조 

공기 불어내기 모드를 중지한다. 
진공 건조 모드(vacuum drying mode)는 누설 시

험 장치의 진공 펌프를 운전하여 진공을 걸어 권

선 내부에 잔존하는 습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진공을 유지하는 동안 권선 내부의 습분이 진공 

펌프의 토출부 및 윤활시스템으로 이동됨으로써 

건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1 진공 저하 시험

발전기 고정자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누설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압력 강하 시험

에 비하여 민감도가 높으며 시험 시간이 적다는 

이점이 있으나, 연결부에서의 미세한 누설이 시

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시험 전 각종 

연결부의 누설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있어야 한

다. 권선의 누설율 계산식은 식 (1)과 같으며 권

선의 체적과 진공도 변화를 이용하여 누설율을 

계산하며 Fig. 4는 1시간 동안의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진공 저하 시험 결과이다.

L=V×P/T=3.06×V×P×10
-4

(microns ft
3
/day)    (1)

3.1.2 압력 강하 시험

진공 저하 시험에 비해 비교적 큰 압력 변화를 

제공하며, 전 권선에 대한 누설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60∼80 psi의 압력을 발전기 고정자 

권선 내부에 가한 후, 24시간 동안의 압력, 대기

압, 권선 온도의 변화를 통해 권선의 누설 여부

를 평가한다. 80 psi로 가압한 경우 약 1 ft3의 누

출이 1 psi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압력 측정

용 계기는 매우 정교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후 누설량 계산 시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온도측정도 필요하다. 한편 권

선 내부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

험을 수행하면 권선 내부에 잔존하는 습분에 의

하여 절연물의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미세 누

설부의 습분에 의한 방해로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험 전에 진공 저하 시

험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누설부 등의 건조 상태

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4시간 동안의 압

력변화는 일교차에 의한 권선온도의 변화와 대기

압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차선책으

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들에 대한 linear fitting 
line의 기울기도 동시에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권
선의 누설율 계산식은 식 (2)와 같으며 권선의 온

도, 압력변화 그리고 대기압 변화를 이용하여 누

설율을 계산하며 Fig. 5는 24시간 동안의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압력 강하 시험 결과이다.

L=-
1

760
×V×

24
H
×[

(M1+B1)

(273+T1)
-

(M2+B2)

(273+T2) ]   (2)

3.2 흡습 시험

정전용량 측정에 의한 흡습 시험은 발전기 고

정자 권선 내부의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 절연물 내의 습분에 대한 존재 여부

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비파괴적 전기시험이다. 
이 기법의 기본 개념은 고정자 권선 주 절연물과 

물의 유전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전 권선에 대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평균치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전용량

이 높다는 것은 권선의 절연물 내에 습분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 흡습 측정 원리는 마이카

로 절연된 권선 내부의 구리를 하나의 전극으로 

사용하면서 센서 전극을 마이카 외부 표면에 밀

착하여 센서와 구리 사이의 절연물의 정전용량 

값을 측정한다. 2개의 평행한 금속판에 전압을 

인가하면 금속판 사이의 공간에 전기가 저장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콘덴서인데 이곳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바로 정전용량을 의

미한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축전기에 전하를 충

전시키면 전하는 극판 안 쪽에만 분포하고 전기

력선은 극판에 수직하며 평행한 모양을 이루어 

균일한 전기장을 이룬다. 평행평판형 축전기의 

정전용량은 식 (3)과 같다. 

C = ε0 ε r
A
d

[F]                          (3)

정규분포선도에서는 양호한 권선의 경우, 평균

치에 대해 ±2 이내의 표준 편차를 보이며, +3

이상인 경우 권선 흡습을 의심할 수 있으며, +5



이상인 경우에는 권선 절연물이 흡습된 것으로 

평가한다. 권선의 정전용량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는 가정 하에서 정상 권선이 3σ와 5σ 한계를 

벗어날 확률은 각각 0.26%, 0.00005%이다. 정규분

포의 1σ한계와 3σ한계 내의 분포에서 1σ내에 

존재할 확률이 68%, 3σ내에 존재할 확률이 

99.74%이므로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진단 

시 3σ한계를 벗어난 권선은 정상이 아님을 예측

할 수 있다. 흡습시험을 수행할 때는 아래의 조

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측정 센서, 권선의 표면 조건과 코팅 

및 페인트 상태, 그리고 주 절연물의 상태에 따

라 고정자 권선의 정전 용량은 매우 민감하게 변

화하기 때문이다. 발전기 권선의 흡습 여부에 대

한 진단은 통계적 진단방법을 이용하므로 최대한 

측정 조건이 일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정자 권

선의 제작 조건 및 테이핑 조건이 일정한 고정자 

철심 끝 부분의 권선 부의 상부, 안쪽, 바깥쪽을 

대상으로 시험한다. 
정규분포선도(normal distribution plot)에서는 고

정자 권선에 대한 흡습 유무밖에 알 수 없으나 

정전용량도표(capacitance diagram)에서는 권선 각

각의 정전용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권선

의 흡습 진단 및 발전기 운전에 따른 흡습의 진

행 여부에 대한 진단이 유용하다. 또한, 정규확률

선도(normal probability plot)를 이용한 흡습 진단

은 정규분포선도의 흡습 의심 설정값인 3σ를 기

준으로 비교해 볼 때 약간 큰 값을 보였으나 대

체로 10%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상자선도(box 
plot)는 다른 진단 기법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Fig. 6은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한 흡습 시험 

결과로서, 흡습진단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규분포선도, 정규확률선도 그리고 상자선도와 

같은 다양한 확률론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진단한

다.

3.3 진동 특성 시험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작용하는 전자력은 전류

와 자속 밀도의 벡터 외적으로 표현된다. 발전기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자장에 기

인한 전자력에 의해 발전기는 정적인 변형을 일

으키며, 운전 중에 회전자에 의하여 전자장이 회

전하므로 발전기는 동적 힘을 받는다. 즉, 2극 발

전기의 경우 운전 주파수의 2배, 4극 발전기의 

경우 운전 주파수의 4배인 120 Hz의 가진주파수

를 가진 외력이 항상 발생한다. 이는 고정자 권

선 및 권선 단말부에 진동을 유발시키며 피로로 

인한 균열 및 수명 감소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모든 권선은 충분한 구속력을 가진 적절한 지지 

장치를 필요로 하며 고정자 권선을 포함한 구조

물들의 고유 진동수는 반드시 전자력에 의한 가

진주파수인 120Hz와 일정 범위만큼 떨어져야 한

다. 특히 관심이 되는 권선 단말 부의 진동은 권

선 지지 장치의 느슨함과 관련이 있으며 이 진동

의 크기는 공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

서히 증가된다. 
권선 단말부의 지지 장치 및 구속부품의 풀림 

등의 결함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이음 발생, 발

전기 수명 감소 및 진동으로 인한 권선의 피로 

균열을 야기시켜 냉각수 누수로 인한 절연 파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정자 권선과 스페이

서 사이의 상대 운동은 마멸의 원인이 되고 부가

적으로 느슨하게 하여 더욱더 큰 진동과 마멸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축적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발전기 정기 점검 

기간에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권선 지지 장치, 
구속 부품 등의 결속 상태를 점검, 보완함으로써 

운전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발전기 고정자의 기계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권선 각각에 대한 선형성 시험, 주파수 응답 

시험 그리고 고정자 단말 군 및 철심에 대한 모달 

시험을 수행한다.

3.3.1 선형성 시험

발전기 고정자계의 선형성을 검토하여 모드 시

험을 통하여 계가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3시 방향의 권선 단부 가진을 통한 9
시 방향의 권선 단부에서의 응답과 이와 반대 조

건 즉, 9시 방향의 가진에 따른 3시 방향에서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6시 방향과 12시 방향도 같

은 방법으로 가진력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주

파수 및 크기를 상호 비교∙분석하며 Fig. 7은 발

전기 고정자 단말 권선에 대한 선형성 시험결과

로서, 정상상태라면 각 방향에 대한 주파수 응답

함수는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3.3.2 주파수 응답 시험

주파수 응답 시험은 고정자 권선과 상 권선에 



대한 고유 진동수 및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발전

기 운전 중 전자력에 의한 공진 여부를 파악하고 

각각 권선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

여 가진 주파수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발전기

에서 발생되는 전자력에 의한 가진주파수는 120 
Hz가 된다. 따라서 각각의 권선에 대한 주파수 

응답 결과 고유 진동수가 120 Hz와 일치되는지 

여부와 그 진폭 크기를 점검하여 권선지지 장치

의 건전성 여부를 진단한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 단말부에 가속도계를 부착

한 후 힘 측정 센서 내장 햄머를 이용하여 설치

된 가속도계 주위를 타격한다. 주파수 분석기를 

이용하여 취득되는 신호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inertance(가속도/힘)를 측정한다. 상기와 같은 방

법으로 측정된 주파수 응답 데이터로부터 발전기 

운전 중 고정자 권선의 공진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즉, 전달 함수 신호를 분석하여 각각의 권

선에 대한 고유 진동수가 전자력에 의한 가진 주

파수인 120 Hz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

로써 발전기 운전 중 권선의 공진 여부를 판단한

다. 한편 구조물 재질상 또는 지지장치의 결함으

로부터 발생된 구조물 진동 특성의 변화는 강성

과 감쇠특성의 변화로 나타나며 발전기 고정자 

권선 단말부의 고유주파수와 진동 응답의 크기 

및 대역폭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양호한 상태의 

권선 단말부에 대한 진동 특성과 현재의 권선 단

말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강성 및 감쇠

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발전기의 기계적 손

상 또는 결함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며 정기점검 기간 중 시험

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진단한다. 
Fig. 8은 각각의 발전기 고정자 단말권선에 대한 

강성보강 전∙후의 주파수 응답함수로서, 주로 강

성을 보강하여 고유진동수를 가진주파수인 120 
Hz와 이격시켜 진동특성을 변경시킨다.

3.3.3 모드 시험

발전기 운전 중 전자력에 의한 고정자 단부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기 고정자 단말부에 대한 모드 시험을 수행

한다. 이는 권선 단말부의 공진모드가 발전기의 

극수와 일치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진단

한다. 즉, 2극 발전기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n=2 모드의 형태가 그리고 4극 발전기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n=4 모드의 형태 

및 고유주파수가 중요하다. 시스템에 대한 모드 

시험 방법은 가진점을 고정하고 선정된 각각의 

측정 지점에서 응답 신호를 취득하는 방법과 진

동 가속도계를 한 지점에 고정시키고 각 측정지

점을 순차적으로 가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

법이 있다. Fig. 9는 발전기 단말부에 대한 모달

시험 결과로서, 4극과 2극 발전기에서 회피하여

야 할 진동 모드인 타원형 모드와 사각형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4 . 결 론

현재까지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기계적 건전성 

평가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동 측면에서는 전자력 해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전자력의 크기를 규명하여 고정

자 권선의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하며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진동허용치 검증과 발전기 

고정자 단말 권선의 진동 진단을 위한 DB 구축

이 필요하다. 누수 진단 측면에서는 권선 내부 

건조 정도를 위한 판단 기준, 권선 건조 기간 단

축을 위한 공정개선과 흡습 진단 측면에서는 정

전용량 측정 시 발생하는 시험장비의 에러 요인 

제거 및 흡습 데이터의 다양한 통계적 진단방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기 고정자 단말 권선 각각의 진동 특성, 

권선의 누설과 흡습 시험을 수행하고 모든 결과

를 DB화하여 각 발전소의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진단 데이터를 확보, 진단의 지표로 관리하면 발

전기 고정자 권선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계적 건

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기 고정

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발전설비의 운영효율 및 운전신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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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cuum dec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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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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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ciproc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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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equency respon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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