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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T(Stationary Wavelet Transform)를 이용한 몰드변압기 방전 

측정신호의 디노이징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Denoising Performance of Stationary Wavelet Transform 

for Discharge Signal Data in Cast-resin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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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tial discharge of Cast-resin Transformer has a difficulty to be analyzed, because it is an

abnormal condition signal of which stochastic characteristics varies with time variance. In this study,

background noise coming from the outside of the cast-resin transformers through ground wire can be

removed and only a discharge signal of which defects are simulated can be obtained, using the wavelet

transform method, which is a time-frequency domain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de-noising using the SWT technique is the best efficient among three methods of the wavelet

transform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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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몰드변압기는 1981년 이화전기공업에서

최초로상용화한이후 22.9kV급수전용으로설치되어

전체변압기의약 10% 내외의설치비율로서국내자

가용 수전설비의 200,000만 개소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일본공업협회에서는몰드변압

기의평균수명치를 25.2년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

초기에시설된몰드변압기는사용년수를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1-2].

몰드변압기는 유입변압기와 달리 구조적으로 복잡

하고밀폐된구조로되어있어서사용기간동안고신

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예방진단기술이필요하다[3].

그러나공장이나빌딩현장에서몰드변압기의열화상

태관리하는방법은온도관리, 소음진동관리등의수

준으로활선상태에서사고를예측하기에는많은한계

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본논문에서는

몰드변압기의 부분방전 측정을 중심으로 활선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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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화 진단기술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몰드변압기

무정전진단 기술인 부분방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확률적인 특성이 변하는 비정상(nonstationary) 신호

로써 크기가 수 mV로 미약하고 주변환경의 여러 잡

음에쉽게영향을받기때문에현장에서부분방전신

호와잡음의판별은대단히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

부분방전의노이즈제거기술은최근에전력전자기술

을 이용한 하드웨어적인 필터기술과 T-F map,

3PARD, 3CFRD등의다양한알고리즘이적용된소프

트웨어 기술이 장비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상용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신호처리, 의료 등에서 노이즈

제거기술등의많은응용연구가진행되고있는시간-

주파수영역분석방법인웨이블렛변환기법을이용하

여몰드변압기의방전신호에서의디노이징기법을연

구하였다. 특히 결함을 모의한 몰드변압기의 방전신

호와 접지선을 통해 변압기 외부에서 유입되는 백그

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

웨이블렛(DWT)와 웨이블렛 패킷(WPT), 정상 웨이

블렛(SWT) 변환기법을적용하여디노이징시뮬레이

션을수행하여디노이징결과를비교분석하였다. 웨

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디노이징 기법은 향후 몰드변

압기의 온라인 부분방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있

어서 노이즈 제거기법으로써 활용이 기대된다.

2. SWT(Stationary Wavelet Transform) 

변환을 이용한 디노이징

전력설비의고장신호분석방법으로최근에많이사

용되고있는WT(Discrete Wavelet Transform)는저

역통과 필터(LF)와 고역통과 필터(HF)를 적용한 후

다운샘플링(down-sampling)을거쳐각각주파수성

분이 다른 근사계수 성분과 상세계수 성분으로 나누

어진다. 분해레벨의증가는적합한신호분석을위해

다수의 단계로 실현할 수 있다. 신호의 복원은 같은

역순으로 업 샘플링 과정이 이루어진다[4].

DWT에서진화된PWT(Packet wavelet transform)

는 DWT의다해상도분석을더욱일반화시킨방법이

다. DWT는신호분해과정에서상세계수정보는분석

되지 않는다. 그러나반대로 PWT는 각 레벨마다근

사계수 뿐만 아니라 상세계수의 분해과정을 거친다.

그래서신호를레벨 1단계로웨이블렛패킷으로분해

하면 4개의 서브밴드(subband)를 얻게 된다.

DWT와 PWT는 분해과정 중에 필터의 단계 수를

무수히 증가시키면 연속함수의 형태로 수렴한다. 즉

서브샘플링에의해웨이블렛변환된신호는 t만큼지

연된 신호의 웨이블렛 변환과 웨이블렛 변환된 신호

를 t만큼 지연되었을 때 신호값이 같지 않다. 이처럼

시불변(time-invariant)특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SWT(stationary wavelet transform)은 기존의

웨이블렛장점은유지하면서시불변성을갖는새로운

웨이블렛기법으로제안되어져이러한문제점을해결

할 수 있다[5].

그림 1의분해트리와같이WT는각단계에서웨이

블렛계수들이DWT처럼다운샘플링하지않고 LP와

HP의업샘플링(up-sampling)에의해얻어지는방법

으로에지검출, 잡음제거, 패턴인식등에많이적용되

는변환이다. 웨이블렛변환을실현하기위해서는모

웨이블렛 함수(mother wavelet) 선정과 분해 레벨

(level)의 선정이 필요하다[4].

그림 1. SWT의 분해 트리
Fig. 1. The tree structure of the SWT

모웨이블렛의종류는 Haar, Morlet 등 다양하지만,

본논문에서는방전신호의기본파형이왜곡되지않

고, 잡음이동일레벨에서많이제거되는기준량을검

토하여DWT와 PWT에는Daubechies 4(db4)을선정

하였고, SWT에는 Bior 2.2를선정하였다. 분해레벨은

모두 5레벨까지 결정하였다[6].

측정된신호의노이즈제거를위해서임계값 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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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hreshold rule)은 hard-threshold로 적용하였고,

임계값(threshold value) 는 Donoho와 Johnstone에

의해 제안된 universal thresholding rule을 적용하였

고, Nj는 j번째분해레벨에서계수의길이로서식 (1)

과 같다[7].

 × log ,  


(1)

(MAD : median absolute deviation 계수)

임계값을적용하면노이즈는더많이제거할수있

으나노이즈속에내재되어있는원신호도제거될수

있다. 따라서더많은노이즈를제거하면서도방전신

호를복원할수있는최적의임계값을같이적용하였

다. 임계값을 적용한 후 노이즈가 제거되면 후에 역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신호가 복원된다.

DWT, PWT 그리고 SWT 웨이블렛 변환에 의한

디노이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 (2)의 MSE

(mean square error)와식 (3)의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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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rence signal,  : denoised signal)

방전신호의디노이징을위한웨이블렛변환시뮬레

이션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조건에서 A와 B는

DWT에 의한 디노이징 방법으로모함수는 db4를 선

정하였고, 임계값은식 (1)의 universal threshold rule

과임계값 0.09를조건으로각각시뮬레이션하였으며,

C와 D는 WPT에 의한 디노이징 조건으로 모함수와

임계값은 A와 B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와 F는

SWT에 의한 디노이징 방법으로 모함수는 Bior2.2

를 선정하였고, 임계값은 이전 조건와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Method Transform Wavelet Threshold

A DWT db4 Universal thr

B DWT db4 Thr = 0.09

C WPT db4 Universal thr

D WPT db4 Thr = 0.09

E SWT Bior2.2 Universal thr

F SWT Biro2.2 Thr = 0.09

3. 몰드변압기 방전신호 측정

본논문에서는 IEC 60076-11을 기준으로활선상태

에서몰드변압기의방전펄스전류를측정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몰드변압기는 용량이 단상 30kVA

(22.9kV/220V)이며, 방전신호를 모의하기 위한 인위

적인결함을위하여그림 2와같이변압기상단부코

어측에서금속바(1cm×5mm×1cm) 를고압측권선방

향으로 삽입하였다. 입력 전압원으로서 단상 30kVA

(입력 : 220V, 출력 : 0～300V) 유도전압조정기(IVR)

에서 몰드변압기 2차측으로 전압이 주입되고 몰드

변압기 1차측에 22.9kV가 유기되어 결함부위에서

발생되는 방전을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센서를통하여측정하였으며, 디지털오

실로스코프(2Gs/s, 5GHz, Tecktronix)에서 500ns/div

에서 205,0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그림 3은 몰

드변압기의 방전 펄스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

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 2차측에 219.8V(49A)가 인가되었을 때 1차

측에 22.9kV가 유기되었고, 코어측의 인위적인 결함

부위에서발생하는부분방전을휴대용부분방전측정

장비인 MPD 600(omicron, 오스트리아)을 이용하여

방전을선행측정하였다. 그림 4는MPD 600의측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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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변압기 결함에서 발생한 부분방전은 주변 노

이즈와 방전펄스가 섞여 혼합되어 계측되여 실제 결

함에 의한 부분방전 패턴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몰드변압기의 인위적인 결함
Fig. 2. Artificial defect of Transformer

그림 3. 몰드변압기 방전 실험 구성도
Fig. 3. Discharge experimental system of

Case-resin Transformer

그림 4. MPD 600을 이용한 방전신호 측정
Fig. 4. Measurement of discharge signal using

MPD 600

그림 5는몰드변압기의결함부위에서전계집중으로

발생한방전을오실로스코프Envelope 기능을이용하

여 20.0ms주기에서 200번 누적된 PRPDA(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analysis)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ch4는 부분방전패턴분석을위한동기신

호(sync signal)로서 별도의 220V/3V의 변압기에서

취득한파형이며, ch1은변압기접지측에서 HFCT센

서에 의해 측정된 신호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노이즈

신호와 방전신호가 함께 측정되었다.

그림 5.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방전신호 측정
Fig. 5. Measurement of discharge signal using

oscilloscope

4. DWT, WPT, SWT에 의한 노이즈 제거 

결과 비교

그림 6. 웨이블렛 변환을 위한 오리지널 신호
Fig. 6. Original signal for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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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은 Matlab을 활용하였

다. 몰드변압기 모의결함에 의한 발생된 방전신호는

이산 웨이블렛 변환(DWT), 웨이블렛 패킷 변환

(PWT), 정상 웨이블렛변환(SWT)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분석하였다. 그림 6은

오실로스코프에서측정된신호된신호를Matlab에서

웨이블렛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디노이징 하기 위한

신호해석모델로서표 1에서언급한 6가지방법으로

디노이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a) threshold value : universal method

(b) threshold value : 0.09

그림 7. DWT를 이용한 디노이징 결과
Fig. 7. Denosing results using DWT

그림 7은 이산 웨이블렛(DWT)의 해석결과로서

DWT에의한노이즈가제거된방전신호를보여주고

있다. 이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웨이블렛 모

함수는 db4를 선정하였고 분해레벨은 5로 적용하였

다. 그림 7 (a)는 임계값을Donoho와 Johnstone에의

해 제안된 Universal thresholding rule을 적용한 결

과이고, 그림 7 (b)는임계값이 0.09일때노이즈제거

된 신호를 검출하였다. 해석결과에서 DWT에서는

universal thresholding rule를 적용한 결과에서 노이

즈신호가일부분만디노이징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8은 웨이블렛 패킷 변환(PWT)의 해석결과로

서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산 웨이블렛(DWT)의 조건

과동일하게적용하였다. 그림 4의 DWT의시뮬레이

션결과와비교하면 threshold vaule를 0.09로 하였을

때미세하지만좋은디노이징결과를얻을수있었다.

(a) Threshold Value : Universal method

(b) Threshold Value : 0.09

그림 8. WPT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결과
Fig. 8. Denosing results using WPT

그림 9는 정상 웨이블렛 변환(SWT)의 해석결과로

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웨이블렛 모함수

는 Bior2.2를선정하였고, 분해레벨은 5로적용하였다.

DWT와WPT의시뮬레이션결과와비교시디노이

징이 많이 된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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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reshold Value : Universal method

(b) Threshold Value : 0.09

그림 9. SWT를 이용한 디노이징 결과
Fig. 9. Denosing results using SWT

이산 웨이블렛 변환(DWT), 웨이블렛 패킷 변환

(WPT) 그리고 정상 웨이블렛 변환(SWT) 기법을

통한 몰드변압기에서 측정한 방전신호의 노이즈 제

거 결과를 표 2에서 나타내었다. 결과 비교를 위한

임계값은 Donoho와 Johnstone에 의해 제안된

Universal thresholding rule을 적용한 방법과

Matlab에서 최적의임계값을도출하기위해적용한

임계값(thr=0.09)을각각의웨이블렛변환기법에적

용하였다.

결론적으로DWT, WPT, 그리고 SWT의시뮬레이

션결과에서 SNR과MSE를비교하였을경우에임계

값을 universal rule로 이용하였을 경우와 임계값을

0.09로 직접세팅하였을경우모두에서 SWT가 몰드

변압기 방전신호에 대한 디노이징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 DWT, WPT, SWT에 의한 디노이징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Denosing Signals with

DWT, WPT, SWT

Wavelet Threshold SNR[dB]
MSE

(×1000)

A DWT Universal thr -2.362 0.041

B DWT Thr = 0.09 -7.6241 0.039

C WPT Universal thr -4.505 0.061

D WPT Thr = 0.09 -16.236 0.055

E SWT Universal thr -6.207 0.049

F SWT Thr = 0.09 -17.695 0.060

5. 결  론

22.9kV 이하수전설비현장에서활선상태로몰드변

압기의열화상태를진단하여사고를예측하기에는많

은한계가있다. 특히 몰드변압기의진단항목인부분

방전은비주기적이고일시적인시간영역을갖고있으

며, 결함자체에서발생하는방전신호가주변의노이즈

신호에상당한영향을받기때문에정량적분석에많

은어려움이있다. 본 연구에서는시간-주파수영역의

신호분석방법인웨이블렛변환기법을이용하여접지

선을통해몰드변압기외부에서유입되는백그라운드

노이즈를제거하고결함을모의한몰드변압기의방전

신호만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3가지 웨이블렛

변환기법중에SWT(Stationary Wavelet Transform)

기법을 이용한 디노이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

하였다. 본연구의결과인웨이블렛변환을이용한디

노이징 기법은 향후 몰드변압기의 온라인 부분방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노이즈 제거기법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고 우수추천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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