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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력용 변압기의 최 화된 온도제어를 하여 부하율을 이용하여 권선최고 온도를 측하고 냉각장치를 제어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력용 변압기의 최 화된 온도제어를 하여, 하 함수를 사용하여 부하 류에 따른 부하율과 권선온

도, 외기온도, 오일온도 등을 바탕으로 권선최고 온도를 측하는 상 계식을 제시한다. 한, 이를 력용변압기에 용하

여 제어한 결과를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cooling system of power transformers is proposed for temperature optimized control. We predict the peak 

temperature of power transformer coils using load factors and construct a cooling system using weighting function. For 

the optimized temperature control for power transformer, a correlation function based on the load factor of a load current 

and the each temperatures for winding coils, for air and for oil is presented to predict the winding-coil peak temperature. 

Also, the results controlled by applying the power transformer is presented.

      Keywords : power transformer, load factor, winding-coil peak temperature, predict control

Ⅰ. 서  론

변압기는 구조 으로 권선과 철심에서 많은 열에

지가 발생하며, 이것은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력용과 같은 형 변압기일수록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은 변압기 온도를 높이고 연물을 열화시켜 수

명을 단축시키고 심각한 고장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변

압기가 30년 정도의 정규 수명을 기 하기 해서는 

당한 냉각수단에 의하여 연물의 온도상승을 그 연

물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한 허용값 이하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발생하는 열의 방출을 한 

다양한 냉각 방식이 사용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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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냉각효율을 높이기 한 냉각 

매체와 순환 방식의 조합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2]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600MVA 이하의 변압기에

서는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오일 류에 의하여 

외부용기와 넬형 방열기에 달하고 공기의 류에 

의하여 기 으로 방출하는 유입 자냉식을 사용한다.

한 유입 자냉식의 방열효율을 높이기 한 방식으

로 유입 풍랭식과 송유 풍랭식이 있다. 송유 풍랭식은 

일반 으로 변압기 내부의 오일을 강제 순환시켜 내부

에서 발생한 열을 오일/공기 유닛 쿨러로 유도하여 

기 에 방출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유입 풍랭식은 내

부에서 발생한 열을 오일의 류에 의하여 외부용기  

넬형 방열기에 달하고 방열기에 냉각용 팬으로 바

람을 공 하여 방열 효과를 증가시킨 방식으로 기존의 

유입 자냉식 변압기의 용량을 20~30% 정도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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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많이 사용된다.
[3]

이러한 냉각용 팬을 사용하는 방식들은 한 온도

에서 팬을 구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 요하다. 그

러나 실제로 력용변압기의 권선최고 온도를 직  측

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표 (IEEE Std 

C57.91-1995)에서는 오일온도를 측정하여 권선최고 온

도를 구하여 팬을 제어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4～5] 

재 

이 게 구해진 권선최고 온도를 사용하여 냉각용 팬을 

히스테리시스 방식으로 구동/정지(ON/OFF)하는 제어 

방식을 일반 으로 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규격에서 정의한 권선최고 온도 결정방

식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 인 외란 등으로 인

한 부하 변화를 히 반 하지 못하여 오일온도의 변

화에 둔감하고, 냉각용 팬을 제어하기 한 한 권

선최고 온도 측이 어려워 냉각용 팬을 최 으로 

제어하지 못 한다.
[6]

본 논문에서는 력용변압기의 효과 인 열방출을 

하여 부화율을 반 한 권선최고 온도를 측하고 냉

각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  론

력용 변압기 내부의 권선과 철심은 내부에 흐르는 

류로 인하여 많은 열에 지를 발생시키고 열손실의 

주요원인이 된다. 이러한 열손실을 감소시키기 하여 

변압기 내부에는 권선과 철심을 감싸는 오일이 채워져 

있고, 오일을 강제 순환시켜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기 에 방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한 오일의 

류에 의하여 외부용기나 넬형 방열기에 달된 열

을 효과 으로 감소시키기 하여 냉각용 팬을 구동시

켜 방열 효과를 증가시킨다. 

한편 이러한 냉각용 팬은 력용변압기의 권선최고

온도에 따라 구동시키거나 정지 시킨다. 그러나 실제

로 력용변압기의 권선최고 온도를 직  측정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표 (IEEE Std C57.91-1995)에

서는 오일온도를 측정하여 권선최고 온도를 구하여 팬

을 제어하도록 정의하고 있다.[4～5]

국제표 에 의하여 권선최고 온도 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 ∆ (1)

그림 1. IEEE Std C57.91-1995에 따른 권선최고 온도 

제어 시스템

Fig. 1. A control system for the winding-coil peak 

temperature (IEEE Std C57.91-1995).

그림 2. 냉각용 팬의 히스테리시스 온도제어

Fig. 2. A hysteresis temperature control for cooling fan.

그림 3. 력용변압기의 부하 류와 탑-오일 온도의 

계

Fig. 3. A relations of load current vs top-oil for power 

transformers.

여기서,   는 권선최고 온도, 는 재 외기온

도, ∆는 탑-오일 온도의 변화량, ∆는 권선최
고 온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림 1의 기존 방식은 식(1)에서 계산된 권선최고

온도 를 기 으로 그림 2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방

식으로 냉각용 팬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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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권선최고온도 정의 식(1)에는 력용변

압기의 상시 부하율의 높거나, 부하변동이 심하거나, 열

화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제작 결함이 있을 경우와 설

치 때의 변형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 인 외란을 반 하

지 않아 력용변압기의 오일온도를 참조하여 권선최고

온도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7]

그림 3은 실제 력용변압기에서의 부하 류와 탑-

오일 온도의 계를 보여주는데 부하에 변화에 하여 

오일온도의 변화는 둔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력용변압기에서 부하율에의 변화에 한 권선온도

와 오일온도의 계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8]

그림 4는 권선온도가 상승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

면 오일의 온도도 상승하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권선온도와 오일온도가 각각 일

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력용변압기의 권선온도가 냉각용 팬을 제어

하기 한 정보로 달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일온도를 기 으로 권선온도를 측하여 

냉각용 팬을 구동시키면, 권선온도는 더 과열된 상태가 

되며 팬은 냉각이 요구되는 한 시  을 지나서 

동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선온도가 상 으

로 더 증가된 상태에서 냉각용 팬이 구동되어 최 으

로 열 방출을 하지 못하고 변압기의 열화를 래하게 

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한 상시 부하율의 높거나, 부하변동이 심하거나, 열

화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제작 결함이 있을 경우 는 

그림 4. 력용변압기의 권선온도  오일온도와 부하

율, 온도, 시간 계

Fig. 4. A relations of winding-coil and oil temperature 

and load facter for power transformers.

변형이 발생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부하율의 변동을 반

하지 않아 권선최고 온도의 측은 더욱 부정확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그

림 5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부하 류의 변화에 

따른 부하율을 고려하여 권선최고 온도를 측하고 냉

각용 팬을 제어하고자 한다. 

권선최고 온도 측에 부하율을 반 하면 오일온도

만을 이용하여 권선온도를 측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연을 보정할 수 있어 측값을 최 화 할 

수 있게 된다.

부하율 K는 식(2)와 같이 정의 된다.[9]

 정격부하전류
현재부하전류

(2)

한 부하율을 력용변압기의 최  운 조건을 

용하고 부하율의 반 이 하도록 부하 변동량과 변

동가속도를 반 하는 가 치 함수를 사용한다.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식(1)에 식(3)과 같이 가 치 

함수W를 도입하여 부하율과 력용변압기 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최 화 권선최고 온도 를 찾아 냉각

용 팬을 용 한다.

    (3)

여기서, 는 최 화 권선최고 온도이며, W는 가

치함수(weighting function)이다.

류측정부, 권선온도측정부, 외기온도측정부의 정보

와 력용변압기의 설계 스펙(specification)을 참조하여 

력용변압기의 권선최고 온도를 식(1)과 같이 계

그림 5. 하 함수를 용한 최 화한 권선최고 온도 

제어 시스템

Fig. 5. A optimized the winding-coil peak temperature 

control system using weight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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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식(3)과 같은 가 치함수W를 두어 그림과 같이 

냉각팬을 력용변압기의 최  운 조건에 맞도록 제어

한다.

가 치함수 W는 일반 으로 비선형함수
[9～10]
으로 고

려하므로 식(3)와 같은 비선형 함수로 구성한다.

   (4)

식(4)의 가 치 함수에서 A는 기에 사용자 정의에 

의해 조 하는 상수로 A>1이면, 냉각팬제어 시작을 빨

라지게 하고, A<1이면, 제어 시작을 느려지게 하며, 

A=1일 경우는 단 함수를 기 으로 부하율과 권선최고

온도의 변화량을 참조하여 냉각팬의 제어시간을 조

하게 된다.

B와 C는 부하율 K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B는 부하

율 K의 단 시간당 부하 변동량으로 식(5)와 같다.

  


(5)

C는 단 시간당 부하 변동의 가속도를 반 하기 

하여 사용되며 식(6)과 같다.

 



(6)

한편, A=1, B=0, C=0으로 설정되면,  이 되고, 

  되어 기존의 국제규격에 따른 제어방식과 같

아진다.

식(1)에 반 되지 않은 비정규 인 외란과 권선최고

그림 6. 제안된 방식의 권선온도  오일온도와 부하율, 

온도, 시간 계

Fig. 6. The relations of winding-coil and oil temperature 

and load facter for the proposed system.

온도의 변화에 하여 식(2)의 단 시간당 부하변동

량을 권선최고 온도 변화량 B와 단 시간당 부하변동

의 가속도 C를 용하여 부하의 변동을 민감하게 반응

하도록 W(가 치함수)를 설계하여 최 화 권선최고

온도를 구한다. 

이때 력용변압기의 권선온도와 오일온도는 그림 6

과 같이 제어할 수 있다. 

Ⅲ. 실  험 

력용변압기의 부하율을 이용한 온도 측의 실험을 

하여 냉각제어장치의 외부에서 제공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를 구 된 제어장치에 제공하기 하여 과

압, 과 류 보호회로, Photo-Coupler회로, 압분압회

로, 필터회로를 구성하 다. 

제어장치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를 

외부장치에 제공하기 하여 스 치회로,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회로, 과 압, 과 류 보호회로, 

입출력 연을 한 DC-DC Converter를 구성하 다. 

제어장치와 외부장치와의 통신에는 RS232회로, 

RS485회로, LAN회로, Optical-LAN회로, CAN통신회

로, I2C회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어장치에서 수집된 력용변압기의 권선온도, 연

유온도, 외기온도, 운 정보, 부하율, 팬구동 정보, 열화

율, 스펙, 외부장치의 신호 입출력정보를 장하기 하

여 데이터 장회로를 사용하 다.

한국 력에 일반 으로 설치된 154KV 변압기를 상

으로 하 함수 W를 A=1, B=0.1, C=0.01로 설정하 다.

그림 7. 제안된 력용변압기의 온도 제어 효과

Fig. 7. Temperature control effects for the propos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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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 치 함수에 의한 팬 제어 시작 시간

Fig. 8. Fan control start time for weighting function.

그림 7은 기존의 일반 냉각 방식보다 본 논문에 의한 

냉각 방식이 권선온도와 권선최고 온도를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Hotspt온도는 권선이 가장 뜨거워질 때의 온

도를 뜻하며,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비교하 다.

그림 7에서 기존의 방식은 Hotspt온도가 12시간 되

었을 때 110°C 부근이 되어야 Fan이 가동 되지만, 제안

된 방식은 75°C 부근에서 Fan을 가동시키게 되어 

100°C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한 기

존의 방식은 온도를 낮추기 하여 Fan을 격히 동작 

시켜야 하지만, 제안된 방식은 온도를 측하여 Fan이 

동작됨으로써 완만한 온도변화로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을 감소시키고 

격한 변압기의 온도변화를 여, 열화 등으로 인한 권

선이나 연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림 8은 각각 본 논문에 용한 가 치 함수를 용

하여 냉각팬이 가동과 정이 되는 제어시간을 나타낸 것

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력용 변압기의 최 화된 온도제어를 통

하여 열 방출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

다.

기존의 방식은 비정규 인 외란 등으로 인한 부하 변

화를 히 반 하지 못하여 오일온도의 변화에 둔감

하고, 냉각용 팬을 제어하기 한 한 권선최고 온

도 측이 어려워 최 의 시 에서 냉각용 팬을 구동하

기 어려워 열손실로 변압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각

한 고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제안된 방식은 력용 변압기의 부하 류에 따른 부

하율과 권선온도, 외기온도, 오일온도 등을 바탕으로 권

선최고 온도를 측하는 상 계식을 제시하고, 하

함수로 반 하여 력용 변압기의 냉각 시스템 구동을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 인 온도제어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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