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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유도가열 코일 내부의 물질에 비접촉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유도가열 코일에는 고주파 대전류를 투입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코일 자체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코팅물질의 발열
을 위하여 전달되는 에너지 이외에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코일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전자기코일
의 효율을 낮추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 및 온도 해석을 
통하여 설계 제작된 유도가열 코일을 투입 전류를 바꾸며 실험하여 각 전류 투입시 코일에서의 발열량 및 온도 측정 결과
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도가열 코일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였다. 

1. 서론 

전자기 유도가열 코일의 효율향상 및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설계에는 유도가열 코일에 대한 전자기 및 온도해석을 통한 
코일 설계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전자기 및 온도해석을 통하여 설계 제작된 유도가열 코일에 대하
여 투입 전류변화에 대한 코일 발열 및 온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4-1 유도가열 코일의 입력 전류를 1.6[kA]에서 2.2[kA]까지 200[A] 씩 증가시키면서 코일에서의 발열 및 온
도 측정 결과를 전자기 및 온도해석 결과와 비교 평가 하였다. 투입 전류의 인가 주파수는 70[kHz]를 사용하였다. 또한 코
일의 냉각수량을 27[L/min]로 적용하였다. 실험에서 측정된 전력은 코일, 코일부스바 및 전원의 내부 손실을 포함 한 것이
다. 

투입전류
코일 전력 냉각수 온도 ℃

실험 해석 실험 해석

             

3. 결론  

제작된 4-1 유도가열 코일의 입력전류 크기 변화에 따른 코일의 발열 및 온도 측정 결과를 전자기 및 온도해석을 통한 해

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평가 결과 전자기 및 온도해석의 설계값이 실험값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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