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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VA 몰드 변압기의 정전용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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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kVA) 2000

임피던스 (%) 6.5

철손 (W) 4600

동손 (W) 16500

주파수 (Hz) 60

정격전압
1차 22.9kV

2차 380/220V

정격전류
1차 87.3A

2차 4119A

중량 (kg) 4100

외형치수(mm)

W 1960

D 1050

H 1950

Abstract -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2MVA 몰드 변압기의 정 용량을 시
뮬 이션(FLUX 2D)하고 계산하 다. 산출한 정  용량 값을 변압기 모
델링 회로에 용하여 switching surge 등 이상 압이 인가되었을 때 
변압기 내부에 있는 권선들의 압분포를 상하고 연설계에 용 할 
수 있음을 보 다.

1. 서    론

 변압기 설계에 있어서 고장 류나 스 칭 써지(Switching surge), 낙
뢰 등에 의한 고장 류유입은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게
다가  더 높은 압으로 송 을 하게 되는 추세에서 안 한 변압기 
운 은 더욱 요성을 가진다. 인명 피해와 막 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
는 사고를 방지하기 한 설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 시에는 짧은 시간에 류가 흐르게 되고 변압기 내부에 
감겨있는 권선들이 분담하게 되는 압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못하게 되
는데 이런 상은 주로 변압기 내부에 인덕턴스와 정 용량에 지배 받
게 된다. 변압기내부에 턴 간 압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 인 
변압기 등가회로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변압
기의 구조  비선형성을 고려하게 되는 FEM 시뮬 이션을 통해서 정
용량과 인덕턴스 값을 산출하고, 그것을 회로 모델링에 용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2. 본    론

  2.1 정전용량 계산
 변압기 정 용량 계산해 내면 변압기에 감겨있는 권선에 압이 어떤 
식으로 분담되어 질 것인지를 측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직렬 캐
패시터의 계산과 지로 연결된 캐패시터의 계산 방법이 기 가 된다. 
이 둘은 각각 권선사이의 정 용량과 권선과 코어사이의 정 용량을 고
려할 수 있게 해 다.
 어떤 한 권선과 지면과의 정 용량이나 두 권선 사이에 정 용량은 비
교  간단히 구해지는데 두 동심권선 사이의 정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 두 권선의 평균 지름.

․ ,  : 두 권선 사이의 연유나 열물의 두께.

․H : 권선의 높이. ( 만약 두 권선의 높이가 같지 
않으면, 평균 높이를 취할 수 있다.)

 원통도체와 지  사이에 정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R :원통도체의 반지름.
․H :원통도체의 높이.
․s :원통도체와 지 과의 거리.

 다음으로 권선간 정 용량  인덕턴스를 산출한 후에 용시킬 회로 
모델링을 해 변압기의 권선법을 염두 하여야만 한다. 변압기 권선법에
는 연속 권선법(Continuous winding), 인터리  권선법(Interleaved 
winding)과 한 턴에 한 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는 병렬도체 인터리  권

선법(Interleaving with 2-parallel conductors per turn)등 여러 가지 방
법이 있다. 본문에서는 연속 권선법을 고려하여 모델링 한다.   

<그림 1> 연속 권선법(continuous winding)

2.2 FEM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전용량 및 인덕턴스 계산
 아래와 같은 사양의 2 MVA 몰드변압기를 해석  용 상으로 선정
해서 FEM해석을 하 다. <그림2>와 같이 3개의 leg에 고압/ 압 측 
권선이 동심원으로 감아져 있다. 코어 쪽에 압 권선이 sheet 구조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Epoxy로 연되어 있는 11개의 도체 묶음이 고압 
측으로 되어 있다. 
 FLUX 2D 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 할 때는 1/12 model인 그림 와 
같은 도면을 축 칭 해석 하 고, 고압 측의 Epoxy 안쪽에 있는 도체 
묶음들 사이에 정 용량과 인덕턴스만을 용하여 회로를 모델링 하
다.  

   <그림 2> 몰드 변압기 구조
        <표 1> 몰드변압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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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전계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전용량 산출
 고압 측 권선에 1kV를 인가하여 도체 묶음 사이에는 200V씩 분담되었
다고 보고, parameter값들을 입력해서 해석하 다. 해석 로그램 내에
서 직  정 용량(C)값을 산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 에 지 값을 
산출해 내고, 각 도체 묶음들 사이의 차를 고려하여 정 용량(C)값
을 얻었다. 

 

 

×  

 ×  

 ×  

 ×  

 ×  

<그림 3> 전계해석을 통한 정전용량 산출

  2.2.2 자계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덕턴스 성분 산출
 회로 모델링을 해서 각각의 도체 묶음들의 인덕턴스의 크기를 알아
야만 한다. 자계해석 로그램에 의 계해석에서 사용한 구조를 그
로 축 칭 해석하 는데, 자계해석에 필요한 circuit parameter 값들을 
선정하여 입력할 때, 계해석으로 얻은 인덕턴스 값을 <그림5>와 같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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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계해석을 통한 인덕턴스 값 산출

<그림 5> 자계해석을 위해 matching된 회로

2.2.3 정전용량과 인덕턴스를 적용한 회로에서의 이상전압 분담 해석
 산출해낸 정 용량과 인덕턴스 값으로 <그림6>과 같이 모델링
하 다. 나란히 배치된 인덕터와 항은 각각의 도체묶음의 인덕
턴스와 항 값이고, 그 도체묶음사이에 정 용량을 캐패시터로 
고려한다. 사고 압 인가 시에 각각의 도체묶음들에서의 압분
담이 균일하지 않음을 <그림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정전용량과 인덕턴스 값을 적용한 회로

<그림 7> 각각의 도체 묶음들의 전압분담

3. 결    론

 FEM 시뮬 이션을 통해 변압기의 정 용량과 인덕턴스를 구하고, 회
로에 입하고, 모델링함으로서 변압기 코어 구조 등에 의한 각각의 권
선들의 압분담의 비선형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 다. 본 논문은 변압기 내부에 각각의 권선들이 균일하지 않은 압
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 으며, 실제로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질지 실험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러한 검증
들을 거쳐 설계자에게 연에 취약한 부분을 측하는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는 변압기 정 용량 계산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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