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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계통은 국 으로 역화되어, 안정 으로 운 되고 

있지만, 낙뢰나 다른 외부 인 향에 의해서 계통 간에 단

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단락사고에 의한 단락 류가 변

압기에 유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설자

속의 순간 인 증가 때문에 권선에 큰 자력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자력은 권선의 구조를 괴하거나 연물을 

소손시켜 연 괴  연물의 열화가 일어나 변압기의 수

명단축  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한다. 이러한 사

고를 방지하기 해 단락 류에 의한 열 , 기계 인 충격

을 견딜 수 있도록 권선  지지물과 연물을 설계해야 한

다 [1]. 변압기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력은 권선에 흐르는 

류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설계 시에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변압기 권선에 가해지는 자력은 

Lorentz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권선의 복잡

한 구조 때문에 정확히 측하기가 어렵다 [2].

본 논문에서는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단락사고 시 발생하는 단락 류에 의해 설자속 도를 

계산하 으며, 권선이 받는 축 방향과 반경 방향의 자력분

포를 측하 다. 자계해석을 통해 얻은 자력분포를 기

계계 해석인 구조해석의 원인(Source)으로 용하여 권선의 

변형과 자력분포를 측할 수 있었다. 자계-기계계 결

합해석으로 얻은 자력분포는 50kVA  건식변압기를 상

으로 기연구원의 단락시험설비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본  론

2.1 자계 해석

2.1.1 지배방정식

변압기 권선에 가해지는 기계 인 스트 스를 견디며 안

하게 운 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해서는 변압기 권선의 

도체 지름과 스페이서, 단철 등의 구조물을 히 설계해야 

한다. 변압기 권선이 받는 과도 자력은 단락사고 시 발생

한 과도 단락 류와 단락 류에 의한 설 자속 도가 

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각 권선에서 발생하는 설자속 

도는 다음 식(1)의 지배방정식에서 벡터포텐셜을 구하여 계

산한다 [3].

∇×


∇×                 (1)

여기서, 는 투자율[H/m], 는 자기 벡터 포텐셜, 는 

원 류 도[A/m
2
]이다.

2.1.2 단락 류

운  인 변압기에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변압기 권선에

는 정격 류의 수～수십 배에 달하는 단락 류가 흐르고 

열 , 기계  충격이 가해진다. 단락 류를 차단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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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먼 , 회로의 압과 단락 류의 크기를 측할 수 있

어야 하고, 열 , 기계 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차단기와 

류 퓨즈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단락사고 시 변압기에 

유입되는 단락 류는 식(2)와 같이 주어진다.

  






             (2)

여기서, 는 단락 류[A], 은 항[Ω], 은 인덕턴스

[H], 는 리액턴스[Ω], 은 최 압[V], 는 시간[s]이다.

2.1.3 설자속 도

단락사고 시 권선에 유입되는 단락 류로 인하여 철심이 

포화하여 많은 양의 자속이 설된다. 원통형 구조를 가정

한 변압기에서 단락 류가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 벡터 

포텐셜도 방향의 성분이 나타나고 설자속 도는 식(3)

과 같이 반경 방향과 축 방향 성분이 발생한다.

 

  ,     ,   



       (3)

여기서,  ,  , 는 설자속 도[T], 는 방향의 

자기 벡터 포텐셜이다.

2.1.4 자력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력은 권선 주변의 자계 내에서 권

선에 과도한 단락 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이며, 이는 식

(4)와 같이 Lorentz 방정식으로 표 한다. 

×      (4)

여기서, 는 권선이 받는 자력[N], 는 자속 도[T]이다.

변압기의 고압권선과 압권선은 서로 다른 방향의 류

가 흐르고 있으며, 설자속 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설된 자속에 의해 권선 역에 설자속이 

존재하게 되며, 단락 류와 설자속의 방향에 의해 자력

의 방향이 결정된다 [5-7]. 

자력 방향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반경 방향과 축 방향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반경 방향과 축 방향 자력은 

식(5)를 이용해 계산한다. 그림 2에서 와 같이 압권선의 

반경 방향 자력은 철심 방향으로 발생하고, 고압권선의 반

경방향 자력은 철심의 반 방향으로 발생한다. 반면, 축 

방향 자력은 압권선과 고압권선 모두 권선의 심 으

로 향하는 압축력이 발생한다. 일반 으로 변압기의 축방향

과 반경 방향의 자력은 설자속 도가 집 되는 권선의 

양단에서 증가하고, 반경 방향에서 발생하는 자력의 크기

가 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자력보다 히 크게 나타난다 

[8,9]. 

그림 1 설자속 분포

Fig. 1 Leakage flux distribution

그림 2 자력 분포

Fig. 2 Electromagnetic force distribution




×          (5)

여기서, 는 방향으로 흐르는 단락 류 도[A], 는 

미소체 [m3]이다.

2.2 기계계 해석

2.2.1 지배방정식

구조역학 지배방정식은 평형방정식(Equilibrium equation)

과 구성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 그리고 합방정식

(Compatibility equation)으로 구성된 3가지 종류의 편미분방

정식을 고려한다. 합방정식을 구성방정식에 용시켜 얻

어진 결과를 평형방정식에 용해 지배방정식을 정식화할 

수 있다. 평형방정식은 외력, 내력, 단면력과 응력 간의 계

식으로 식(6)과 같이 하 과 응력 평형조건으로 나타내며, 

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가 인 상태를 나타낸 

방정식이다. 구조물의 물질 정수를 고려해 응력과 변형률의 

계를 나타낸 구성방정식은 식(7)과 같고 변 와 변형은 

식(8)에서 나타낸 합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변 의 크기와 변형률이 낮다고 가정하고 물질은 균

질등방성이며, 선형탄성이라는 가정을 용해 평형방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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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정식 그리고 구성방정식을 이용한 선형 지배방정식을 

용했다 [10,11].

평형방정식(하 -응력 평형조건)










      










     










                        (6)

구성방정식(응력-변형률 계식)

  

   

  

    

  

   

 


  


  


                 (7)

합방정식(변형률-변  계식)

 


   


  



 





  





  





    (8)

여기서,  , ,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 [N],  , , 

는 축 응력[N/m
2
], ,  , 는 단응력[N/m

2
],  ,  , 

은 변형률, ,  , 는 단변형률, 는 탄성계수, 

는 단탄성계수, 는 푸아송비이다.

2.3 결합해석

결합해석은 복합 으로 발생하는 물리  상을 다루기 

해 두 가지 는 세 가지의 물리  상을 결합하여 특성

을 악하는 해석기법으로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자기

상과 열  상, 그리고 기계 인 상을 모두 고려하기 

해서는 결합해석기법을 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

식 변압기 모델에 해 자계 해석을 하여 단락사고 시 발

생하는 자력을 해석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구조해석에 

용하여 변압기 권선에 미치는 자력분포를 측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2.3.1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단락사고에 의해 발생한 과도단락 류가 변압기에 유입

되면 설자속 도가 격히 증가한다. 축 방향과 반경 방

향의 설자속  단락 류에 의해 발생하는 Lorentz 힘은 

축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발생하여 권선에 인장 하 , 압축

그림 3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흐름도

Fig. 3 Coupled electromagnetic-mechnical field analysis flow 

chart

(a) 자계 해석모델

(a) 기계계 해석모델

그림 4 자계-기계계 해석모델

Fig. 4 Electromagnetic-mechanical field analysis model

하 , 단 하 , 비틀림 하 , 굽힘 하 을 주어 변 를 일

으킨다 [12]. 본 논문에서 다룬 결합해석기법은 그림 3과 같

다. 먼 , 단락시험설비를 모의해 단락사고 시 발생하는 단

락 류를 측하고, 이를 자계 해석의 소스원으로 사용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권선에서 발생하는 축 방향, 반경 방향 

자력을 측한다. 자계 해석에 의해 측된 자력은 

구조해석의 소스원인 응력으로 용하여 구조 인 향을 

고려한 권선의 자력 분포와 형상 변형을 측할 수 있다.

2.4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모델

변압기 권선의 각 턴에 발생하는 자력을 계산하기 해 

변압기 권선을 실제 형상과 같게 모델링 하 으며, 자계 해

석은 연물의 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물인 스페이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13]. 반면, 권선에서 발생하는 변 를 측

하는 기계계 해석의 경우에는 권선의 각 턴 사이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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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락시험설비

(a) 단락시험 모의회로

그림 5 단락 회로

Fig. 5 Short circuit

표  1 건식변압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dry-type transformer

구          분 사          양

정  격  용  량 50 [kVA]

정  격    압 220/400 [V]

정  격    류 227.27/125 [A]

주        수 60 [Hz]

권    선    수 22/40 [Turns]

인 향을 미치는 스페이서를 고려해 모델링 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룬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모델은 단상 외철형 

50kVA  건식변압기로 해석 상모델은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해석시간을 이기 해 해석결과에 큰 향을 주지 않

는 구조물들은 생략하 으며, 모델의 사양을 표 1에 나타내

었다.

2.5 결합해석

2.5.1 단락 회로

변압기에 유입되는 단락 류를 측하기 해 단락시험

설비를 그림 5(a)와 같이 구성했고, 이를 자계 해석에 

용하기 해 Maxwell Circuit Edit v12.1을 이용해 그림 

5(b)와 같이 모의하 다. 외부회로의 소스원인 Capacitor 용

량은 실 설비용량인 45000[uF], 1000[V]로 정하 으며, 항

과 인덕턴스는 RLC-Meter로 측정한 결과를 용하 다.

단락시험 모의회로에서 단락 류 투입시간은 류 형이

그림 6 단락 류 형

Fig. 6 Short-circuit current waveform

그림 7 권선 모델링

Fig. 7 Winding modeling

표   2  단락 류

Table 2 Short-circuit current

구    분
시험값 

[kAmax]

해석값 

[kAmax]

오차율 

[%]

고압권선 단락 류 4.7 4.6 2.13

압권선 단락 류 9.3 9.5 2.15

평활한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해 -5[ms]에서 40[ms]

까지 시간범 를 용하 으며, 모의회로를 이용해 얻은 과

도단락 류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권선에는 최 류 9.5[kA], 고압권선에는 최

류 4.6[kA]가 흐르고, 단락시험설비에서 측정한 결과를 표 2

와 같이 비교하 다.

2.5.2 자계 해석

2.5.2.1 반경 방향 자력

단락 류가 변압기 권선에 흐르면 철심이 포화하여 정상

운 상태일 때보다 설자속이 증한다. 고압권선과 압

권선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으로 설자속이 발생하며,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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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압권선(Forward) (b) 고압권선(Back)

(c) 고압권선(Left) (d) 고압권선(Right)

그림 8 고압권선 반경 방향 자력

Fig. 8 High voltage winding rad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s

(a) 압권선(Forward) (b) 압권선(Back)

(c) 압권선(Left) (d) 압권선(Right)

그림 9 압권선 반경 방향 자력

Fig. 9 Low voltage winding rad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s

류와 설자속의 방향에 의해 자력 방향이 결정된다. 

반경 방향 자력은 축 방향 설자속에 향을 받으며, 

설자속이 크면 반경방향으로 큰 힘이 발생한다. 반경방향은 

권선의 동심 축을 기 으로 많은 경로를 가지므로 권선을 

한 개의 물체로 모델링하면 반경 방향 자력을 표 하기 

어렵고, 권선을 많이 분할하면 해석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경 방향 자력을 계산하기 

해서 권선을 90도 간격으로 4등분하여 고압권선과 압권선

을 모델링하 다. 분할된 고압권선과 압권선의 형상은 그

림 7에서 나타내고 있다. 고압권선과 압권선에서 발생하

는 반경 방향 자력은 단락 류와 각 권선의 치에 분포

된 축 방향 설자속 도를 이용해 계산하 으며, 이를 그

림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고압권선에서 발생

하는 반경 방향 자력분포이며, HV_Forward와 HV_Left의 

권선에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 고, HV_Back와 

HV_Right의 권선에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 다. 

이 그림을 보면 반경 방향의 외측으로 향하는 자력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권선 도체를 늘이

는 인장력이 발생한다. 

그림 9는 압권선에서 발생하는 반경 방향 자력 분포

이며, LV_Forward와 LV_Left의 권선에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 고, LV_Back와 LV_Right의 권선에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 다. 이 분포를 보면 고압권선과는 

반 방향인 반경 방향의 내측으로 향하는 자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 때문에 권선 도체를 조이는 압축력이 

발생하게 된다. 고압권선과 압권선에서 발생하는 반경 방향 

자력 데이터는 그림 2에서 나타내고 있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경 방향 자력에 의

해 권선의 손상  반경 방향 구조물이 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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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압권선(Forward) (b) 고압권선(Back)

(c) 고압권선(Left) (d) 고압권선(Right)

그림 10 고압권선 축 방향 자력

Fig. 10 High voltage winding ax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s

(a) 압권선(Forward) (b) 압권선(Back)

(c) 압권선(Left) (d) 압권선(Right)

그림 11 압권선 축 방향 자력

Fig. 11 Low voltage winding ax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s

2.5.2.1 축 방향 자력

단락 류가 유입되면 반경 방향으로 발생하는 설자속

에 의해 축 방향 자력이 발생하며, 반경 방향으로 발생하

는 자력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권선의 붕괴  반경 방향 

스페이서, 구조물에 괴를 일으켜 설계 시에는 반경방향 

자력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압권선과 압권선에 

발생하는 축 방향 자력은 단락 류와 각 권선의 치에

서 분포된 반경 방향 설자속 도를 이용해 계산하 으며, 

그림 10은 고압권선에 발생하는 축 방향 자력분포, 그림 

11은 압권선에 발생하는 축 방향 자력 데이터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와 같이 고압권선과 압권

선에 발생하는 축 방향 자력은 심축을 기 으로 권선의 

상부에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며, 권선의 하부에

서는 (+)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 다. 이 결과는 고압 

권선과 압권선에서 발생하는 축 방향 자력이 권선의 

앙으로 향하는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2에서 나타내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권선에 최 로 가해지는 반경 

방향 자력과 축 방향 자력을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으

며, 단락 류의 크기와 설자속 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결

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계해석을 통해 얻은 

축 방향 자력분포는 구조 인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해 구조해석을 추가로 용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향

상하고자 한다.

2.5.3 구조해석

구조해석을 해 권선의 량과 력가속도를 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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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경방향 자력분포 ( 자계해석)

Table 3 Rad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 distribution

구      분
반경방향 자력 [Nmax]

Forward Back Left Right

고압 권선 868.2 -886.2 891.6 -889.1

압 권선 -679.1 699.1 -699.6 690.2

표   4 축방향 자력분포 ( 자계해석)

Table 4 Axially-directed electromagnetic force distribution

구      분
반경방향 자력 [Nmax]

Forward Back Left Right

고압 권선
상 부 -382.4 -358 -379.9 -416.2

하 부 533.1 528.5 474.3 486.6

압 권선
상 부 -364.5 -413.4 -374.1 -335.7

하 부 366.2 388.1 354.8 330.2

(a) 센서1 (b) 센서2

(c) 센서3 (d) 센서4

그림 12 센서에 발생한 반발력

Fig. 12 Reaction force at sensor

며, 자계해석을 통해 얻은 축 방향 자력을 구조해석의 

소스원으로 용해 변압기 권선에서 발생하는 구조 인 

향을 고려한 자력 분포와 변형을 측한다. 본 논문에서

는 단락시험 시 자력 측정이 비교  쉬운 고압권선을 

주로 구조해석을 용해 검증하 다. 그림 12는 고압권선에 

설치한 측정 센서표면에 가해진 힘을 나타내고 있으며, 힘의 

방향은 를 향하고 있지만, 반발력 때문에 센서표면 아래로 

르는 힘이 발생한다.

자계-기계계 결합해석을 통해 얻은 고압권선의 축 방

향 자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시험을 통해 얻은 

자력분포 결과와 비교해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4개

의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 지만, 측정에 있어서 4번 센서가 

제 로 동작하지 않아 4번 센서를 제외한 3개의 센서를 이

용하 으며, 이를 그림 13과 표 5에 나타내었다. 3번 센서와 

4번 센서는 권선의 터미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1번 센서

와 2번 센서에 비해 큰 자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3 축방향 자력분포 비교 (결합해석)

Fig. 13 Axially-directed force distribution comparison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50kVA  건식변압

기의 자계-기계계 결합해석기법을 제안하 다. 단락 류

를 자계해석에 용하기 해 외부회로를 이용하 으며, 

권선에 받는 축방향과 반경방향의 자력분포를 계산하

다. 자계해석 결과를 기계계 구조해석의 소스원으로 용

해 권선의 변형과 자력분포를 측하 다. 해석모델의 형

상을 실제와 동일하게 모델링하기 해 자계 해석모델은 해

석에 향을 주지 않는 연물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권

선을 분할하 으며, 기계계 해석모델은 권선의 각 턴 사이에 

구조 인 향을 미치는 스페이서와 구조해석에 향을 주

는 구조물을 고려해 모델링하 다. 해석시간을 이기 해 

해석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들은 생략하 다. 

자계 해석을 이용해 축방향과 반경방향 자력분포를 

측하 으며, 구조 인 측면을 고려해 축방향 자력은 구조

해석을 추가로 용해 자력분포를 계산하 다. 정확한 

자력분포를 측하기 해 자계-기계계 결합해석 알고리

즘을 제안하 으며, 결합해석을 이용한 축방향 자력분포와 

측정값의 평균오차 10[%]미만을 가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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