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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coupled electromagnetic-thermal field analysis for thermal fluid analysis of oil 

immersed power transformer. Electric power losses are calculated from electromagnetic field analysis and are used as 

input source of thermal field analysis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Particularly, In order to accurately 

predict the temperature rise in oil immersed power transformer, the thermal problem should be coupled with the 

electromagnetic problem. Moreover, to reduce analysis regi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applied to boundary surface 

of the power transformer model. The coupling method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The predicted temperature rises show good agreements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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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국부 인 력 증 문제를 해결하기 해 송배  

분야에서는 친환경 녹색 성장과 력 IT산업을 결합한 력

계통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화가 진행 이다. 스마

트 그리드 력망의 공 신뢰도와 효율 향상을 해 력기

기의 고효율화  용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용량화

는 력기기의 크기를 키우게 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 인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력기기의 용량화를 진행하면서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력용 변압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같은 용량에서 크기

가 작아지면 단  체  당 열 발생률이 증가하여 온도상승

을 유발한다. 온도상승의 범 를 규격(Standard)에서 제한하

는 일정한 한도로 유지하기 해 냉각작용이 매우 요시해

진다. 유입식 변압기의 냉각작용은 주로 류에 의해 발생

하는 열 달로 이루어지며, 만약 냉각작용이 불충분하여 온

도상승이 제한범 를 과하게 되면 연물의 속한 열화

가 진행되면서 이상 압 는 외부 단락 등이 발생하여 

기 , 기계  스트 스에 의해 력용 변압기의 수명단축이 

일어난다. 이처럼, 력용 변압기의 수명은 열  특성에 큰 

향을 받으므로 변압기 내부의 온도상승  Hot-Spot 온

도를 정확히 측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1, 2].

력기기의 열 해석법은 두 역의 열에 지 이동을 이용

한 열해석법(Heat Transfer Analysis)과 유체역학 인 열해

석법(Thermal Fluid Analysis)으로 나 어진다. 열 달 해석

법은 도(Conduction)와 류(Convection) 그리고 복사

(Radiation)에 의한 지배 방정식을 풀어 해석하며, 해석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해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을 가

지고 있다. 반면, 열유동 해석법은 유체역학(Fluid Dynamic)

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운동방

정식(Equations of Motion) 그리고 에 지평형방정식(Energy 

Balance Equation)과 열 달해석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하

며, 해석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해석의 신뢰성이 높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력용 변압기의 온도상승을 측하기 

해 자계-열계 결합해석기법을 이용한 열유동 해석을 수행

하 다. 온도상승을 일으키는 열원인 력손실은 1차, 2차 

권선에 정격 류가 흐를 때 권선에서 발생하는 부하손실인 

동손과 무부하시 철심에서 발생하는 철손을 고려하 으며, 

이들은 자계 해석(Electromagnetic Analysis)을 통해 계산

하 다. 이때, 권선의 항값은 온도변화에 따라 크기가 달

라지므로 결합해석 기법으로 증가하는 력손실을 고려하

다. 자계해석으로 얻어진 력손실은 열유동해석의 열원

으로 용하여 력용 변압기의 온도상승을 측하 다. 외

부공기와 변압기의 경계면에 류 열 달계수를 용함으로

써 해석 역의 축소에 따른 해석시간의 단축과 해의 수렴성

을 증가시켰다. 자계-열계 결합해석기법을 이용해 측된 

력용 변압기의 온도분포는 온도상승 시험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과 비교해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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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론

2 .1  자계 해석

2 .1 .1  지배방정식

온도상승의 원인이 되는 열원을 계산하기 해 권선과 철

심에서의 력손실 도를 먼  계산해야 한다. 식(1)은 자

계 지배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정상교류 류가 권

선에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 벡터 포텐셜과 자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자계의 반 방향으로 발생하는 와 류를 고

려하고 있다. 즉, 자계 지배방정식을 이용해 권선과 철심

에서 발생하는 와 류와 철심 내에 분포된 자속 도를 계산

한다. 식(1)의 우변은 원 류 도와 와 류 도의 합이

며, 원 류와 와 류가 고려된 총 류는 식(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6, 7].

∇×


∇× 



      (1)

 


       (2)

여기서, 는 투자율[H/m], 는 도 율[S/m], 는 자

기 벡터 포텐셜, 는 원 류 도[A/m
2
],  는 와 류

도[A/m
2
], 총 류 도 [A/m2]는 

이다. 

2 .1 .2  력손실

력용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력손실은 크게 부하손실과 

무부하손실로 나 다. 부하손실에는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있으며, 무부하손실에는 무부하 시 발생하는 동손과 철손이 

있다. 변압기 권선에서 발생하는 력손실은 변압기 온도상

승에 가장 큰 열원으로 용되고 있으며, 력손실의 크기는 

권선에 흐르는 류와 항값을 고려한 식(3)을 통해 계산

된다. 변압기 철심에서 발생하는 력손실은 Steinmetz 실험

식의 오차를 일 수 있는 Bertotti 모델[8]을 통해 계산한

다. 이때, 손실에 련된 계수는 철심의 비선형 인 특성을 

나타낸 철손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9, 10].

  
                        (3)

    
            (4)

여기서, 는 권선의 손실[W], 는 권선에 흐르는 류

[A], 은 권선의 항[Ω], 는 철심의 손실[W], 은 최

자속 도[T], 는 히스테리시스손실(Hysteresis Loss) 

계수, 는 와 류손실(Eddy Current Loss) 계수, 는 

과손실(Excess Loss) 계수, 는 철심의 량[kg]이다.

2 .2  열계 해석

2 .2 .1  열 달 방정식

열 달은 고온에서 온으로 열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열 달에는 도, 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

이 있다. 도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 지가 많

은 입자에서 에 지가 은 입자로 에 지가 달되는 것을 

말하며, 물체의 기하학  형상, 두께, 재질 그리고 물체를 통

한 온도 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푸리에의 열 도 

법칙에 의해 정상상태 열 도 방정식인 식(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11].

∇      (5)

여기서, 는 도에 의한 열 달률[W], 는 열 도율

[W/m·K], 는 온도[°C], 는 면 [m2]이다. 류는 고체 

면과 유동하는 인 한 액체 는 기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 달이며, 이는 유체 내의 온도 차에 따라 발생한 도 변

화로 일어나는 열 달인 자연 류와 펌 나 송풍기를 이용

해 인 인 유체유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열 달인 강제

류가 있다. 류의 열 달률은 단순히 온도 차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 식(6)으로 표 한다[11].

  ∞      (6)

여기서, 는 류에 의한 열 달률[W], 는 류 열

달 계수[W/m
2
·°C], 는 류 열 달이 발생하는 면

[m
2
], 는 물체 포면 온도[°C], ∞는 외부 온도[°C]이다. 

복사는 물질이 원자나 분자의 구조가 변하면서 자  는 

자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 지이며, 도나 류와는 달리 

복사 열 달에서 간 매개체가 필요 없이 발생한다. 복사 

열 달률은 스테  볼츠만 법칙에 의해 식(7)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11].

 
∞

       (7)

여기서, 는 복사에 의한 열 달률[W], 는 표면의 방

사율, 는 스테  볼츠만 상수[W/m
2
·K
4
]이다.

2 .2 .2  류 열 달 계수

류 열 달계수는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에 단  표면  

당, 단  온도 차에 한 열 달률로 정의되며 일반 으로 

류 열 달계수는 유체의 흐름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이 

같은 경우에 체 표면에 한 국소 류 열 달계수를 평

균하여 얻을 수 있으며, 체 변수의 수를 이기 해 무차

원수인 셀트 수(Nusselt Number)를 이용해 류 열 달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셀트 수는 유체의 속도, 유체의 물

성값, 물체의 형상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직평 에 자연

류를 고려한 평균 셀트 수는 식 (8)과 같고, 수평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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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류를 고려한 평균 셀트 수는 다음 식 (9)와 같이 

표 한다. 한, 류 열 달계수는 셀트 수를 이용한 식 

(10)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11, 12].

  
 



(8)

   
          (9)

  


     (10)

여기서, 는 수직평 에 한 셀트 수, 는 수평

평 에 한 셀트 수, 는 일리 수, 은 란틀 수, 

는 특성길이[m]이다.

2 .2 .3  열 달 메커니즘

배 용 변압기의 내부는 열  스트 스를 일으키는 권선

과 철심이 냉각오일과 외함에 폐된 상태이며, 변압기의 열

달은 복사와 자연 류에 의해 일어난다. 변압기의 열 달 

메커니즘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변압기 열 달 메커니즘

Fig. 1  Heat transfer mechanism of a transformer

변압기 권선에 정격 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철심과 코일

의 력손실()은 복사()와 자연 류()에 의해 

방열   외부탱크로 열 달이 이루어진다. 주 손실원으로

부터 달된 열 달( )은 외부로의 복사()와 

자연 류()에 의해 달된다. 이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는 총에 지와 시스템에서 나오는 총 에 지가 같다는 에

지 보존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열 는 열에 지가 같

은 온도차에 의해 달되는 에 지의 형태로 열평형이 나타

나고 이를 식(11)에 나타내었다[11].

    ∆      (11)

이러한 에 지 보존법칙에 따라 권선과 연유, 철심과 

연유 간의 에 지 평형방정식을 식(12), (13)과 같이 세울 

수 있다. 식(12), (13)의 우변 첫 번째 항은 권선과 철심에 

장된 에 지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항은 권선과 연

유, 철심과 연유 간의 류 열 달을 표 하고 있으며, 세 

번째 항은 복사 열 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발생한 총 열

에 지는 권선과 철심 속에 장된 열에 지와 연유로 

달된 열에 지의 합과 같다는 계를 보여주고 있다[13].

  


 


 

 

    (12)

  


    

 
 

 

    (13)

여기서, 은 권선에서 발생되는 열에 지[W], 

는 철심에서 열에 지[W], 은 질량[kg], 는 일정

압력에서의 비열[J/kg·°C], 는 권선의 표면온도[°C], 는 

철심의 표면온도[°C], 는 연유의 온도[°C], 는 권선

의 류 열 달계수[W/m
2
·°C], 는 철심의 류 열 달계

수[W/m
2
·°C], 는 권선의 단면 [m

2
], 는 철심의 단면

[m2]이다.

2 .3  유동계 해석

2 .3 .1  지배방정식

유체 에 온도 차가 존재하면 열의 이동이나 흐름이 생

긴다. 이때의 열은 일반 으로 도, 류, 복사의 방식  

하나 는 둘 이상의 방식으로 달되며, 변압기 내부에서의 

열은 부분 냉각 오일의 순환에 의한 류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냉각 오일의 동특성은 열-유동 해석을 통해 

측할 수 있으며,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달 상에 

의해 변압기의 정확한 온도분포를 측할 수 있다[5]. 변압

기의 내부 유동 상  온도 분포를 악하기 한 유체역

학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에 지 평형 방정

식으로 구성된 3가지 종류의 편미분 방정식을 동시에 풀어

야 한다. 특히, 자연 류에서는 에 지 방정식과 Navier- 

Stokes방정식  연속방정식을 결합하는 것이 요하다. 정

상 압축성 유동일 때 모든 유체성질은 시간에 무 하여 

치의 함수가 되므로 연속방정식은 식(14)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도와 일정한 성계수를 갖는 Newton 유

체에 한 운동방정식인 Navier-Stokes방정식은 식(15)과 

같고, 비압축성 성에 용되는 에 지방정식은 식(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16].

∇∙      (14)



 ∇∇     (15)



∇     (16)

여기서, 는 도[kg/m
3
], 는 유체속도[m/s], 는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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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m/s
2
], 는 압력[N/m2], 는 성계수[kg/m·s], 는 

단  체 당 외부에서 공 되는 열량[W/m
3
], 그리고 는 

산일 에 지이다.

2 .4  결합해석

2 .4 .1  자계-열계 결합해석

복합 으로 발생하는 물리  상을 다루기 해 두 가지 

는 세 가지의 물리  상을 결합하여 그 상의 특성을 

악하는 해석기법으로 변압기 내에서 일어나는 자기 인 

상과 열 인 상, 그리고 기계 인 상을 모두 고려하기 

해서는 결합해석기법을 용해야 한다. 자계 역에서 

물질의 특성데이터는 온도에 의해 향을 받아 열해석의 결

과에 향을 다. 자기 인 특성 에 온도에 향을 받

는 기 항률과 기 도율은 식(17)과 식(18)을 이용해 온

도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재계산되어야 하며, 재계산된 기

항률을 이용해 식(19)과 같이 온도에 따른 항값을 계산

할 수 있다[17]. 항값은 식(3)에서 볼 수 있듯이 력손실

에 계되는 함수이므로 항값의 변화는 온도상승의 원인

이 되는 열원의 크기를 변화시키게 된다. 한, 온도에 따른 

기 도율의 변화는 식(1)에 나타나 있는 와 류 항에 

향을 주므로 자계 지배방정식도 온도에 향을 받게 된

다. 

        (17)

 




    (18)

 


    (19)

여기서, 는 기 항률[Ω‧m], 는 기 온도에서의 

기 항률[Ω‧m], 는 도체의 온도계수[1/°C], 는 기 온

도[°C], 는 기도 율[S/m], 는 기 온도에서의 기

도 율[S/m], 는 도체의 단면 [mm
2
]이다. 이러한 계들

을 고려해 자계-열계 결합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자계-열계 결합해석의 흐름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자계-열계 결합해석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coupled electromagnetic-thermal field 

analysis

먼 , 기온도를 이용해 자계 해석을 하여 력손실을 

계산하고, 계산된 력손실을 열원으로 이용해 온도를 계산

한다. 이 게 얻어진 온도를 이용해 물질의 데이터를 재계

산하여 해석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물질의 

데이터가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한다.

2 .5 자계-열계-유동계 결합해석 모델

변압기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모델링하기가 어

려우며, 정 한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해를 수렴시키는 과정

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자계해석은 해석에 크게 향을 

미치는 철심과 권선 부분을 고려해 그림 3(a)와 같이 모델

링 하 다. 하지만 열유동해석은 자계해석과는 달리 구조

물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링을 하지 않으

면 결과 값에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열유동해석

에 향을 미치는 여러 구조물과 권선을 고려해 그림 3(b)

와 같이 모델링하 다. 한,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해 3차원으로 형상을 모델링 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결

합해석 모델은 단상 외철형 1MVA  유입식 변압기로 사양

은 표 1에 나타내었다.

(a) 자계해석 모델

(b) 열유동해석 모델

그림 3  결합해석 모델

Fig. 3  Coupled analysis model

구    분 사    양

정 격  용 량 1 [MVA]

정 격   압 6600/690[V]

주      수 60 [Hz]

냉 각  매 질 Mineral Oil

표   1  해석모델 사양

Tab le 1  Specifications of th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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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해석결과

2 .6 .1  자계 해석

본 논문에서는 력용 변압기의 온도상승을 일으키는 열

원인 력손실을 계산하기 해 3차원 자계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자계해석을 하여 해석 모델의 

처리 과정에서 정확한 격자생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림 

4는 자계 해석에 용되는 권선과 철심 모델의 격자생성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격자생성모델 ( 자계 해석)

Fig. 4  Finite element meshes

철심의 자속 도 분포를 해석하기 해 무부하 조건에서 

권선에 여자 류를 흘려 자계 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변

압기 철심의 자속 도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에

서 보듯이 변압기 철심은 포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심이 가지는 력손실을 계산하기 

해 철손데이터를 Bertotti 모델을 이용해 그림 6과 같이 모의

하 다. Bertotti 모델의 과손실(Excess Loss)은 Steinmetz 

방정식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이기 해 사용한다.

그림 5 자속 도분포

Fig. 5 Flux density distribution

그림 6  철손데이터 (60Hz)

Fig. 6  Core loss data at 60Hz

변압기 해석모델의 정격 류와 자속 도 분포로부터 변압

기 내부의 온도상승을 일으키는 열원인 력손실을 식(3), 

(4)를 이용해 권선과 철심에서 각각 계산하 다. 자계 해

석을 이용해 얻은 해석모델의 력손실 도는 표 2에 나타

내었다. 계산된 력손실 도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온도변화를 고려한 열원으로 보정하여 사용한다.

구    분 력손실 도[W/m
3
]

압권선(LV) 188305.7

고압권선(HV) 163020.6

철        심 10335.3

표   2  력손실 도

Tab le 2  Power loss density

2 .6 .2  열유동 해석

자계 해석을 이용해 온도상승의 원인이 되는 력손실

을 계산하 고, 계산된 력손실을 열유동해석의 열원으로 

용해 해석모델의 온도상승을 측하고자 한다. 열유동 해

석법은 해석의 정확성이 높지만, 계산시간이 많이 필요한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외각 경계면에 류 열 달계수

를 용함으로써 해석 역을 축소하여 해석시간을 단축했

다. 한,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에 의한 열유동 

해석 수행 시 해의 수렴을 향상하기 해 해석 모델의 처

리 과정에서 정렬격자(Hexahedron)로 격자를 생성하 다. 

그림 7은 열유동 해석에 용되는 변압기 모델의 격자생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계-열계 결합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결합해석기법이 용되지 않은 모델과 용

된 모델을 해석하여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7  격자생성모델 (열유동 해석)

Fig. 7  Computational fluid dynamic meshes

본 논문에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상용

로세서인 Fluent를 이용해 열유동 해석을 하 다. 기존해

석모델은 도와 자연 류  복사에 의한 열 달을 고려하

고, 기존해석모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계-열계 결

합해석기법을 추가로 용한 결합해석모델을 해석하 다. 

그림 8은 기존해석모델과 결합해석모델의 온도분포를 나타

내고 있으며, 두 가지 해석모델의 Hot-Spot은 압권선의 

상부에서 발생하 다. 기존해석모델의 Hot-Spot 온도는 약 

110.3°C로 환경온도를 고려하 을 때 약 83.4°C의 온도가 상

승하 고, 결합해석모델의 Hot-Spot 온도는 약 128.3°C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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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온도를 고려하 을 때 약 101.4°C의 온도가 상승하 다. 

결합해석모델은 기존해석모델의 Hot-spot 온도보다 약 18°C

가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a) 기존해석모델

(b) 결합해석 모델

그림 8  해석모델의 온도분포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nalysis models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온도상승 시험을 통

해 얻은 측정값과 비교 분석하 다. 시험모델의 온도는 센

서를 사용해 측정하 고 각 온도센서의 부착 치는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그림 9  온도측정 센서 치

Fig. 9  Sensor location

기존해석모델과 결합해석기법을 용한 해석모델의 해석

결과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해석기법과 결합해석기법을 이용해 측된 압권선

과 고압권선  방열 에서 온도상승을 센서를 통해 얻어진 

측정값과 비교 검토하기 해 치에 따른 온도상승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변압기에서 발생한 온도상승은 결합해석

모델이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압권선에서 약 6.7%, 고압

권선에서 약 8.7%, 외부 방열 에서 약 6.1%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여 기존해석모델보다 더 근사한 결과를 얻어 자계-

열계 결합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구    분 LV1 LV2 LV3 LV4 HV1 HV2 RA1 RA2

기존해석 [°C] 75.5 83.4 57.4 71.8 57.9 53.2 29.2 24.1

결합해석 [°C] 92 101 68.5 86.9 70.4 66 39.3 28

측정값 [°C] 87.7 - 64.2 78.9 63.5 61 40.9 25.7

표   3  온도상승 데이터

Tab le 3  Temperature rise data of sensor location

(a) 압권선

(b) 고압권선

(c) 방열

그림 1 0  측정 치에 따른 온도상승 비교

Fig. 1 0 Temperature rise comparison at measured location

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력용 변압기의 온도 상승 측의 정확도

를 향상하기 한 자계-열계 결합해석기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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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의 온도상승을 측하기 해 온도상승의 원인이 

되는 력손실을 계산하기 해 자계 해석을 이용하 다. 

온도변화에 따른 권선의 력손실 변화는 결합해석기법을 

이용해 계산하 으며, Bertotti 모델을 이용해 철심에서의 

력손실을 계산하 다. 자계해석을 통해 얻어진 력손실

을 열계해석의 소스원으로 용하여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시간 단축을 해 류 열 달계수를 경계조건으로 

용해 해석 역을 축소하 으며, 해석모델의 격자 형태를 

정렬격자로 구성하여 해의 수렴성을 향상하 다. 제안된 결

합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실제 시험용 변압기

를 제작하여 온도상승 시험을 수행하 다.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측정값과 결합해석기법에 의한 측값을 비교한 결과 

압권선에서 약 6.7%, 고압권선에서 약 8.7%, 방열 에서 

약 6.1%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계

-열계 결합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결합해석기법을 이용한 력용 변압기의 온도상승 

측기법을 고압 력용 변압기 설계에 용할 수 있을 것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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