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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epping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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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fast steady state analysis using time-stepping finite element method for a high 

power three-phase transformer. The high power transformer spends huge computational cost of the time-stepping finite 

element method. It is because that the high power transformer requires a lot of time to reach steady state by its large 

inductance component. In order to reduce computational cost, in this paper, the adaptive time-step control algorithm 

combined with the embedded 2nd 4th singly diagonally implicit Runge-Kutta method and the analysis strategy using 

variation of the winding resistance are studied, and their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typical 

time-stepping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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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배 용 용량 삼상 변압기의 설계 과정에 있어 정상상

태에서의 변압기 특성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모터나 발 기와 같은 회 기의 설계 

과정에서도 요한 부분으로, 통상 으로 기기기의 압원 

회로방정식을 고려한 시간차분 유한요소법 (Time-stepping 

finite element method)이 정상상태 해석에 용되어왔다 

[1]-[3]. 송배  삼상 변압기와 같은 용량 변압기의 경

우에도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변압기의 인덕턴스 성분이 권

선의 항 성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상상태에 도달

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으로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상상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해 jω법이 

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4], [5], 이 방법은 시간에 한 자

속 도 형을 정 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 도

가 시간차분 유한요소법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용량 삼상 변압기의 정 한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이 반드시 용되어야 하고,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한 방법이 요구된다.

정상상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기 한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 차분을 해 

사용되는 시간 간격 (Time step)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에서는 해석의 정확도가 시간 간

격의 크기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를 유

지하는 동시에 해석 시간을 일 수 있는 한 시간 간격

이 설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회로의 시정수 (Time 

constant)를 감소시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소시

키는 방법이다. 회로의 항이나 인덕턴스 성분의 조 을 

통해 회로의 시정수를 조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로의 

항이나 인덕턴스 성분의 변화에 의한 해석 결과가 원래의 

변압기 사양, 즉 회로의 항이나 인덕턴스 성분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의 시정수의 조 을 통해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기 해서는 

해석 결과를 변화시키기 않는 범  내에서 항이나 인덕턴

스 성분이 히 조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  시간 차분을 해 사용되는 시간 간

격을 히 조 하기 해, Embedded 2nd 4th singly 

diagonally implicit Runge-Kutta (SDIRK)법을 이용한 응 

시간 간격 조 법 (Adaptive time-step control)이 용량 

삼상 변압기의 정상 상태 해석에 용된다. 다음으로 회로

의 시정수를 조 하여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소시

키기 해 권선 항의 가변을 통한 정상 상태 해석법이 제

안된다.

2. SDIRK법과 응 시간 간격 조 법을 용한 

시간차분 유한요소법

2.1 SDIRK법을 이용한 시간차분 유한요소법

2.1.1 Runge-Kutta법을 용한 유한요소식

기기기의 압원 회로방정식을 고려한 자계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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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지배방정식 (Governing equation)과 회로방정식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1)

   (2)

여기서 는 자기 항율, A는 벡터 자기포텐셜, 는 입력 

류 도, 는 회로의 인가 압, 는 회로의 항, 는 회

로에 흐르는 류, 는 회로의 쇄교자속을 나타낸다. 식 (1)

의 지배방정식에 Galerkin's approximation을 용하여 회로

방정식과 결합하면, 최종 유한요소식 (Finite element for-

mulation)은 다음의 미분 수식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으로 표 된다. 

    (3)

여기서 t는 시간, X는 벡터포텐셜(A)과 류항(I)를 포함한 

미지수 벡터, C와 K는 계수 행렬, F는 포싱 벡터 (Forcing 

vector)를 나타낸다. 기강 의 비선형 자기특성을 고려할 

경우, 계수 행렬 K는 자기 항율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의 함수로 표 된다.

통상의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에서는 식 (3)에 θ-method를 

용하여 식 (3)의 미분 수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화한다 

[6].



 
   

    

(4)

여기서 n과 n+1은 각각 시간 과      에서의 값들

을 나타낸다. θ-method는 θ의 값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방법

들로 구분이 되는데, θ가 1인 경우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

는 implicit (backword) Euler, θ가 0인 경우 explicit 

(forword) Euler, θ가 1/2인 경우 Crank-Nicolson method, 

θ가 2/3인 경우 Galerkin method가 된다 [6]. 이 근사화 방

법은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에 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가

장 리 이용되고 있지만, 미분 방정식의 근사화 방법 에

서 그 해석의 정확도는 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unge-Kutta (RK)법은 미분방정식을 수치 으로 푸는데 

있어 기존의 θ-method에 비해 해석의 정확도가 우수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분방정식이  로 정의될 때, 

  에서의 해는 s-stage Runge-Kutta법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7].

      
  



 

       
 



   ⋯

(5)

여기서 계수  ,  ,  ,는 Runge-Kutta법을 표 하기 해 

정의된 Butcher array를 통해 얻어진다 [7]. Runge-Kutta법

은 Butcher array의 구조에 따라 그 방법이 구분되는데, 일

반 으로 classical explicit RK, implicit RK, diagonally im-

plicit RK, singly diagonally implicit RK로 나 어진다 [7]. 

본 논문에서는 singly diagonally implicit RK (SDIRK)법을 

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식 (3)의 미분 수

식을 식 (5)의  의 형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그리고 식 (5)의 는 식 (6)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된다 [7].

     
 



 

⋅  ⋅ 
 



 

(7)

식 (5)와 식 (7)를 이용하여   에서의 해   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8)

   
  



 (9)

선형 문제의 경우, 식 (8)을 풀어 각 stage에서의 를 구

하고, 구해진 로부터 식 (9)를 이용하여 시간   에서의 

해  를 계산할 수 있다.

2.1.2 비선형 해석을 한 Newton-Raphson법의 용

비선형 문제의 경우, 식 (8)의 계수 행렬 K가 X의 함수

이기 때문에 식 (8)에 Newton-Raphson법과 같은 비선형 해

석 방법을 용하여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 (8)

의 는 X와 같은 물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식 (8)에 

Newton-Raphson법을 직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Newton-Raphson법을 용하기 해서는 식 (8)의 가 

와 동일한 물리 인 의미를 가지는 변수로 수정되어야 한

다.

식 (6)와 식 (7)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변수 

는 와 동일한 물리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10)

여기서 는 i번째 stage, 즉  에서의 해를 의미한다. 식 

(10)를 식 (8)에 입하면 식 (8)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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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기서 
는 와 동일한 물리  의미를 가지고, k는 비선형 

해석 반복수를 나타낸다. 식 (11)은 다음과 같이 잔차 

(Residual)형태로 표 할 수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이 식 (12)

에 Newton-Raphson법이 용되었다.


 

  
 





   (13)

그리고 식 (13)에서 
에 한 잔차 의 편미분항은 식 

(12)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14)

식 (14)를 식 (13)에 입함으로서 Newton-Raphson법에 의

한 비선형 유한요소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15)

식 (15)의 비선형 반복 해석을 통해 각 stage에서의 수렴된 


가 구해지고, 이로부터 시간   에서의 해  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6)

   
  



 (17)

2.2 시간 간격의 응 조

미분 수식을 좀 더 정교하게 근사화하기 해 식 (15)

과 같이 SDIRK법을 용하여 유한요소식을 구하 지만, 여

히 해석의 정확도는 시간 간격 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

다. SDIRK법은 통상 동일한 하에서 고차 (High-order) 

SDIRK법이 차 (Low-order) SDIRK법에 비해 좀 더 정확

한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가 충분히 매우 

작을 경우, 고차 SDIRK법와 차 SDIRK법에 의한 결과 사

이의 오차가 가 큰 경우에서의 오차에 비해 작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본 논문

에서는 4차 (Forth-order) SDIRK법과 2차 (Second-order) 

SDIRK법에 의한 결과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여, 그 오차 크

기에 따라 자동으로 의 크기를 조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의 크기를 조 하기 한 오차를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정의하 다.

 
  



  
  
  




 



(18)

여기서 와 는 4차와 2차 SDIRK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은 식 (18)에서 정의된 오차를 이용

한 응 시간간격 조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응 시간간격 조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of adaptive time-step control

일반 인 2차 SDIRK법과 4차 SDIRK법의 Butcher array

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차 산출을 해서는 총 6번의 계

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Butcher 

array를 이용하여 4번의 계산만으로 2차  4차 SDIRK법에 

의한 해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는 Embedded 2nd 4th order 

SDIRK법를 용하 고, 그 Butcher array는 표 1과 같다 [9].

표 1 Embedded 2nd 4th order SDIRK법을 한 Butcher 

array

Table 1 Butcher array for embedded 2nd 4th order SDI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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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석 조건

Table 3 Analysis condition

Item Value

Number of element 18,074

Final time (sec) 0.067

Time step for backword method 

(sec)
× 

Error for adaptive SDIRK (%) 0.1

2.3 용량 삼상 변압기에의 용

개발된 유한요소 해석 방법은 그림 2의 3MVA  삼상 변

압기 모델에 용되었고, 표 2는 삼상 변압기 모델의 제원을 

나타낸다.

그림 2 3MVA 삼상 변압기 모델

Fig. 2 3MVA three-phase transformer model

표 2 3MVA 삼상 변압기의 제원

Table 2 Specification of 3MVA three-phase transformer

Rated 

voltage

(V)

Rated 

frequency

(Hz)

Winding 

resistance

(Ω)

Number 

of turn

Depth

(mm)

22.9k 60 0.78 838 256.5

해석 방법의 검증을 해, 응 시간 간격 조 법이 결합

된 SDIRK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가 implicit (backword) 

Euler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되어진다. 여기서부터 응 시간 

간격 조 법이 결합된 SDIRK법는 Adaptive SDIRK법, 

Implicit (backword) Euler법은 Backword법으로 지칭된다.

표 3은 유한요소 해석 시 용된 해석 조건을 나타낸다. 

먼 , Adaptive SDIRK법에서의 응 시간 간격 조 을 

한 식 (18)의 오차는 표 3에서와 같이 0.1%로 설정되었다. 

다음으로, Backword법에서는 한 의 값을 산정하기 

해 다양한 의 값과 함께 유한요소 해석이 반복 수행되

었고, 약 0.1302(msec)에서 수렴된 해석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0.1302(msec)에서 얻어진 해석 결과가 그림 2의 삼

상 변압기 모델의 진해(True solution)로 가정되고, 이 결과

가 Adaptive SDIRK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비교되어진다. 

그림 3은 무부하 조건에서 Adaptive SDIRK법과 Backword

법에 의해 계산된 A상의 류 형을 비교한 것이다.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두 방법에 의해 계산된 류 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0.00 0.02 0.04 0.06

0

2

4

6
 Adaptive SDIRK      Backword

C
ur

re
nt

 (A
)

t (sec)

그림 3 해석 방법에 따른 A상 류 형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current waveforms at A-phase 

winding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그림 4는 Adaptive SDIRK법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용

된 시간 간격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ackword법에서

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사용하는 반면에, Adaptive SDIRK법

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매 시간마다 다른 시간 간격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정 수 의 해석의 정확

도를 가지기 한 시간 간격의 크기가 그림 1의 응 시간

간격 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으로 산정된 결과이다. 

그림 4의 결과를 보면 0.018(sec)에서의 시간 간격과 

0.027(sec)에서의 시간 간격이 약 × (sec)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 차이는 두 시간 에서 동일한 해석의 정확도를 

가지더라도 이를 만족하기 한 시간 간격의 크기가 다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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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aptive SDIRK법에서의 시간 간격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time step in adaptive SDIRK method

표 4는 Adaptive SDIRK법과 Backword법에 의해 수행된 

계산 횟수  소모된 계산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Adaptive 

SDIRK법에서는 95번의 유한 요소 해석이 수행되었고, 2.2

에서 설명되었듯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SDIRK법은 4 stage

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각 유한 요소 해석마다 4번의 계산 

횟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Adaptive SDIRK법에의한 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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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표 4와 같이 380번이다. 표 4와 그림 3의 결과를 보

면, Adaptive SDIRK법은 Backword법과 동일한 수 의 해

석 정 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Bakcword법에 비해 더 작은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해석 방법에 따른 계산 횟수  계산 시간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st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Adaptive SDIRK 

method

Backword 

method

Number of 

calculation
380 511

CPU time (min) 42 55

3. 권선 항의 가변을 통한 정상상태 해석 시간의 

단축

3.1 용량 삼상 변압기의 무부하 과도상태

그림 5는 그림 2의 3MVA  삼상 변압기에서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A상의 무부하 류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리고 표 5는 해석 조건과 해석에 소요된 시간

을 나타낸다. 그림 5와 표 5에서 보듯이 약 2 의 시간까지 

해석이 수행되었고, 이 해석을 수행하는데 약 19시간이 소모

되었다. 유한요소 해석을 해 매우 많은 해석 시간이 소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의 결과에서 보듯이 류 형

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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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부하 조건에서 A상 권선의 류 형

Fig. 5 Current waveform of A-phase winding under no-load 

condition

표 5 해석 조건  해석 시간

Table 5 Analysis condition and computational cost

Item Value

Analysis 

condition

Number of element 18,074

Time-step (sec) × 

Final time (sec) 2

Computational 

cost

Number of calculation 15,361

CPU time (hour) 19

해석에 사용된 삼상 변압기와 회로는 RL회로로 근사화 

할 수 있는데, RL회로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

음의 시정수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19)

식 (19)에서와 같이 시정수는 인덕턴스 성분에 비례하고, 

항 성분에 반비례하게 된다. 표 6은 그림 2의 삼상 변압기

의 등가 자기회로 (Equivalent magnetic circuit)를 통해 계

산된 인덕턴스를 나타낸 것으로, 표 2의 권선 항과 비교했

을 때 인덕턱스 성분이 상 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에 의해 회로의 시정수가 매우 커지게 되고, 최종 으로 정

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커지게 된다. 그

림 5의 결과를 볼 때, 류 형은 시간이 수백  이상이 되

었을 때 정상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상되고, 이를 해석하기 

한 해석 시간은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삼상 변압기의 인덕턴스

Table 6 Inductance of the three-phase transformer

  

 13.5195 -8.9052 -4.6143

 -8.9052 17.8105 -8.9052

 -4.6143 -8.9052 13.5195

용량 삼상 변압기의 설계 과정에 있어 정상상태에서의 

특성 해석은 요한 과정으로, 그림 5에서 보듯이 통상의 해

석 방법으로는 이 정상상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용량 삼상 변압기의 정상상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3.2 권선 항의 가변에 따른 무부하 류 형의 변화

식 (19)에서 보듯이, 정상상태에 빠르게 도달하기 해서

는 식 (2)의 인덕턴스 성분과 항 성분을 조 하여 회로의 

시정수를 여야 한다. 식 (2)의 인덕턴스 성분은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자계 해석을 통해 직  계산되는 부분으로 변

압기의 크기  구조, 사용된 기강 의 자기특성 등과 

련되기 때문에 이를 조 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항 성

분의 경우, 식 (2)의 회로방정식에서만 고려되기 때문에 

항 성분의 크기는 상 으로 조 하기 용이하다.

삼상 변압기의 류 형은 식 (2)에서 보듯이 항 성분

과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 결정되고, 표 6에서 보듯이 인덕턴

스 성분은 항 성분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

라서 인덕턴스 성분이 지배 이기 때문에 식 (2)에서 항 

성분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류 형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권선 항의 변화에 따른 류 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회로 해석 로그램인 PSIM [10]을 이용하여 무부하 조

건에서의 삼상 변압기의 류 형이 계산되었다. 먼 , 삼

상 변압기의 인덕턴스 성분의 크기는 등가 자기회로법을 이

용하여 계산된 표 6의 결과를 이용하 다. 그리고 삼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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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기의 항 성분의 크기는 원래 항 크기의 1, 10, 100, 

1000배 크기로 증가시켰으며, 각 경우에 한 류 형이 

계산되었다.

그림 6은 권선 항의 가변에 따른 정상상태에서의 A상 

류 형을 비교한 것이다. 권선 항의 크기가 10~100배 

크기일 때의 류 형과 원래 항 크기(1배)일 때의 류 

형을 비교해보면, 류의 최 치나 상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권선 항의 크기를 

10~100배 크기로 증가시키더라도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선 

항의 크기가 1000배 이상이 될 경우는 류의 최 치와 

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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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권선 항의 가변에 따른 류 형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current waveforms according to 

variation of winding resistance

표 7는 권선 항의 가변에 따른 류 형의 략 인 

정상상태 도달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권선 

항의 크기가 1, 10배일 때는 정상상태 도달 시간이 최소 

수 십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할 경우 매우 많은 계산시간이 소모된다. 이에 반해 권

선 항의 크기가 100, 1000배일 때는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수  미만이기 때문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더라도 

비교  은 해석시간이 소모된다.

표 7 권선 항의 가변에 따른 정상상태 도달 시간

Table 7 Arrival time to steady state according to variation of 

winding resistance

1

(R=0.78)

10

(R=7.8)

100

(R=78)

1000

(R=780)

Arrival 

time

(sec)

140 14.2 1.47 0.145

그림 6와 표 7의 결과를 검토해보면, 권선 항의 크기가 

100, 1000배인 경우에 류 형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  짧게 나타났으며, 이  권선 항의 

크기가 100배인 경우에 류 형의 변화가 원래 항 크기

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

에 100배의 권선 항의 크기가 용된다면, 정상상태 도달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계산되는 류 형의 결과도 

원래 항 크기일 때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

로 생각된다.

3.3 권선 항의 가변을 이용한 용량 삼상 변압기의 

정상상태 해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 해석을 해 그림 6와 표 7의 결

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 방법이 제안된다.

1) 기 해석시, 그림 7와 같이 권선 항의 값(을 원

래 권선 항()의 100배값으로 설정하고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다.

2) 류 형이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수렴하면, 그림 7와 

같이 권선 항의 값을 10배로 감소시키고 수렴된 결

과값를 기값으로 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재수행한다.

3) 유한요소 해석에 용되는 권선 항의 값이 원래의 권

선 항값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2)의 과정을 반복한다.

제안된 해석 방법을 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면, 

그림 7에서와 같이 류 형의 과도 상태가 그림 5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권선 항

의 가변이 완료된 최종 인 정상상태 도달시간은 약 2.7

로, 제안된 방법에 의한 정상상태 도달시간이 그림 5의 결과

와 비교 했을 때 매우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최종 으로 얻어진 각 상에서의 정상상태 무부하 류 

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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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권선 항의 가변을 이용한 정상상태 해석 (  : 원

래 권선 항의 크기)

Fig. 7 Steady state analysis using variation of the winding 

resistance (  : original winding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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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상상태에서의 삼상 류 형

Fig. 8 3-phase current waveform at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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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용량 삼상 변압기의 정상 상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해, Embedded 2nd 4th 

SDIRK법을 이용한 응 시간간격 조 법과 권선 항의 가

변을 통한 정상상태 해석방법을 제안하 다. Embedded 2nd 

4th SDIRK법을 이용한 응 시간간격 조 법은 일정 수

의 해석 정 도를 유지하기 해 자동 으로 시간 간격을 

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Implicit (backword) Euler법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 의 해석 정 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더 작은 해석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

고 권선 항의 가변을 통한 정상상태 해석방법은 기 해

석시 나타나는 과도 상태의 시간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정상상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인 시간차분 

유한요소법에 비해 수십 는 수백 배 이상 매우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었다. 제안된 해석 방법들은 빠른 정상상태 해석

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삼상 변압기의 설계 과

정에서 무부하 는 부하 조건에서의 정상상태 특성을 정확

하고 빠르게 측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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