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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ansformer is a device that changes the current and voltage by electricity induced between coil and core steel, and it 

is composed of metals and insulating materials. In the core of the transformer, the thermal load is generated by electric 

loss and the high temperature can make the break of insulating. So we must cool down the temperature of transformer 

by external radiators. According to cooling fan's usage, there are two cooling types, OA(Oil Natural Air Natural) and 

FA(Oil Natural Air Forced). 

For this study , we used Fluent 6.2 and analyzed the cooling characteristic of radiator. we calculated 1-fin of detail 

modeling that is similar to honeycomb structure and multi-fin(18-fin) calculation for OA and FA types. For the 

sensitivity study, we have different positions(side, under) of cooling fans for forced convection of FA type.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data which obtained from 135.45/69kV ultra transformer 

flowrate and temperature test.  

The aim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Fluent code prediction on the radiator calculation and to use the data for 

optimizing transformer radiator design. 

 

1. 서 론 

상세 열유동 해석 프로그램(Fluent)을 사용한 

초고압 변압기의 방열기 냉각 특성 계산 및 

해석은 기존의 방열기 설계시 사용되는 툴을 

검증하고, 제품 안전성 및 경쟁력 측면을 고려한 

설계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변압기 유량 및 온도 

측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열기 해석시 

Fluent 코드의 예측 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추후 설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해석 방법론으로는 첫째, 상세 1 fin 계산을 

먼저 수행하였다. 변압기의 방열핀은 두께가 얇고, 

너비와 길이가 길며, 내부는 honeycomb 형태로 

형상이 복잡하다. 또한, 최외각 fin 의 안쪽 면과 

바깥 면의 열전달율이 달라(안쪽면의 경우, 복사 

열전달까지 고려함)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3D 

모델링에 의한 상세 1 fin이 계산되었다.  

둘째, multi-fin(1 조) OA 타입의 방열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컴퓨터의 용량을 감안한 

multi-fin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세 fin 

보다 단순화시킨 형상을 사용해야 하며, 이와 

같은 모델은 FA 타입시 팬 수량 및 위치에 따른 

냉각 성능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해석 대상 변압기는 168/224 MVA, 3 상, 조당 

37 fin 으로 구성된 초고압 변압기이다. (Fig.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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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rget Transformer and Radiators 

 

2. 방열기 시험 데이터 

(Fig.2)는 ONAN 상태에서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시, 포화되었을 때의 각각의 온도와 유량에 

대한 자료이다.  

 

 

Fig. 2 Temperature and flowrate data of Radiator 

 

온도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최외각 fin

을 위에서부터 5 등분하여 각 위치에서 3 회씩 측

정한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였다. 

그리고, 유량은 초음파 유량계를 사용하여 변압

기에서 해당 방열기의 조로 들어가는 pipe 외부에

서 측정하였다. 한 조로 들어가는 전체 유량을 구

하여 OA 와 FA 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고, 

전체 유량을 fin 의 개수로 나누어 상세 1 fin 에 

분배되는 유량을 계산하였다.. 

                  

3. 상세 1 fin 계산 

3.1 상세 1 fin 의 모델링 
 

2D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형상과 거의 일치하

는 3D형상을 구현하였다. Honeycomb 구조를 자세

히 표현하였으며, 유량 inlet 과 outlet 구간에서는 

Grid 를 조밀하게 하고, 중간부분에서는 sparse 하

게 배치하여 mesh 수를 최적화 하였다. 

 

 

Fig. 3  Detail model & Grid of 1-fin radiator  

Mesh 수는 90 만개, 격자는 hexa(육면체)가 사용

되었다. (Fig.3 참조) 

 

3.2 해석 조건 
 

(Fig.3)에서 1 fin 방열기의 상부는 외기와 접해

있고, 하부는 동일한 방열량을 발산하는 또 다른 

fin 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하부는 복사 열전달까

지 고려하여 대류 열전달 계수를 다르게 계산하였

다. 또한 fin 내부 유동의 부력을 고려하여 Gravity 

option 및 Boussinesq 가정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는 일반적으로 Fluent 계산에서 사용되는 default 

값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Table 1 참조) [1] 

 

Table 1  Fluent analysis conditions (1-fin) 

Dimension 3D detail model 

Grid 90 만개 

Solver Segregated Implicit Steady-state 

Solution 

Control 

Standard 

(pressure) 

Second-order 

upwind 

(energy) 

Simple 

(pressure-

velocity 

coupling) 

Option 
Natural 

Convection 

Gravity 

operating 
Oil Boussin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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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석 결과 
 

Fin 내부 유동의 온도와 속도 분포를 계산하였

고,  fin 의 복사 열전달율을 고려하여 방사율(ε)에 

따른 대류 열전달 계수를 달리 한 case 에 대해 

계산값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온도는 시험값과 동일하게 45℃로 들어가 방열

fin 을 통해 냉각되어 출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Fig.4)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온도분포는 안쪽보다

는 가장자리에서 열전달량이 많아 입구부근에서 

형성된 평평한 온도분포에서 출구쪽으로 갈수록 

중심이 높고 가장자리가 낮은 타원형을 형성하고 

있다. (Fig.4)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속도는 길이 방향에 대한 분포를 계산하였다. 

방열 fin 내의 최대유속은 0.01m/s 보다 작아 전형

적인 층류 유동인 자연대류 열전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 유입된 유량은 방열 fin 내부 통로

를 따라 내려가고, 출구 부근에서 축방향 속도를 

비교해볼 때 가장자리가 좀 더 속도가 크고 안쪽

이 작게 나타난다.  

 

 

Fig. 5  Velocity Distribution 

이는 온도분포에서 보듯이 가장자리에서 좀 더 

많은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밀도가 줄고 속도가 증

가하고 있으며, 작지만 온도가 높은 안쪽에서 더 

큰 부력이 발생하는 것도 가장자리와 안쪽에서의 

속도분포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5 

참조) [2] 

 

 

Fig. 6  Average Oil-Temperature Distribution 

(Fig. 6) 은 방열 fin 의 길이방향 위치별 평균온

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luent 계산 결과와 함

께 시험에서 측정한 온도를 축방향 위치별 열전달

율과 비교하였다. 각각의 Case 는 위에서부터  

 

Case1. 외부 공기에 의한 대류만을 고려한 경우 

Case2. 복사열 전달시 방열 fin 재질(steel)을 기 

준으로 한 경우. (ε=0.2) 

  Case3. 복사열 전달시 변압기 탱크의 Gray paint 

를 적용한 경우. (ε=0.95) 

 

계산 결과에서 대류 및 복사 열전달 계산시 방

사율 0.95를 고려하여 계산값이 시험값과 가장 근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4. Multi-fin 계산 

4.1 Multi-fin의 모델링  

 

해석 컴퓨터의 한계로 인해 multi-fin 계산에서

는 fin 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전체 grid 수를 줄였

다. 실제 방열기 1조(18 fin)와 같은 조건에서 인접

한 fin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었고, fin 외부의 

air boundary 를 계산에 포함시켜 OA type 은 자연

대류, FA type 은 fan 효과를 고려한 강제 대류에 

의해 열전달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3] 

 

입구쪽 

출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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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ple model of multi-fin radiators 

4.2 해석 조건 

 

4.2.1 OA type 

 

Table 2  Fluent analysis conditions(OA Multi-fin) 

Dimension 3D Simple model 

Grid 220 만개 

Solver Segregated Implicit Steady-state 

Solution 

Control 

Presto 

(pressure) 

Second-order 

upwind 

(energy) 

Simple 

(pressure-

velocity 

coupling) 

Option 
Natural 

Convection 

Gravity 

operating 
 

 

OA type 해석에서는 air boundary를 방열기의 3배

이상 설정하여 air 부분 경계조건으로 Pressure 

outlet 을 사용해도 방열기에 의한 밀도 변화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4.2.2 FA type 

 

Table 3  Fluent analysis conditions(FA Multi-fin) 

Dimension 3D Simple model 

Grid 200 만개 

Solver Segregated Implicit Steady-state 

Solution 

Control 

Standard 

(pressure) 

Second-order 

upwind 

(energy) 

Simple 

(pressure-

velocity 

coupling) 

Option 
Forced 

Convection 

Gravity 

operating 

Velocity inlet 

by fan 

 

FA type 해석의 주된 목적은 냉각팬의 위치에 

따른 방열 성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부와 측면에 각각 냉각팬을 설정하여 

Velocity inlet 조건을 주었으며, 해석 영역은 강제 

대류이기 때문에 방열기와 팬에 의한 후류가 생기

는 곳으로 한정하였다. 해석 영역에 제한을 두었

으므로 Grid의 수는 200만개로 하였다.  

 

4.3 해석 결과  

 

4.3.1 OA type 

 

(Fig.8)은 각각 fin 주위의 온도와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방열판 주위의 공기온도가 증가하

면서 발생된 밀도차에 의해 유동이 생기는 전형적

인 자연대류 현상을 나타낸다.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Fig.9)은 방열판 위, 아래의 형상에 의해 유동

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서 속도장도 복잡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자연대류 열전

달에 의한 유동이 형성되어 주위로 퍼져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Fig. 9  Velocity Distribution 

(Fig.10)에서 보듯이 단순화 시킨 모델과 grid 를

사용해도 Fin 의 길이 방향별 방열기의 온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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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값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다.  

 

Fig.10  Average Oil-Temperature Distribution       

(Test & Multi-fin & 1-fin) 

4.3.2 FA type 

 

(Fig.11)과 (Fig.12)은 fan 이 측면에 위치한 경우

의 온도와 속도 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Fan 

풍량은 면적대비 일정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나, 실제는 radiator 가 여러 조로 구성되어 

후류쪽의 압력 강하와 함께 복잡한 유동이 예상된

다.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ide Fan 

 

Fig. 12  Velocity Distribution of Side Fan 

 

(Fig.13)과 (Fig.14)은 fan 이 하부에 위치한 경우

의 온도와 속도 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하부

에 Fan 을 설치하였을 경우, 실제는 fin 이 길이방

향으로 길기 때문에 fan 유량의 손실이 더 클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측면 fan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풍량은 면적대비 일정량이 유입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Lower Fan 

 

 

Fig. 14  Velocity Distribution of Lower Fan 

 

Fig. 15  Average Oil-Temperature Distribution           

(Lower & Side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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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는 fan 위치(측면, 하부)에 따른 방열 fin

의 평균온도 분포를 비교한 graph 이다. Fan 풍량

의 압력강하와 무관하게 면적대비 동일한 풍량으

로 계산했을 경우, 측면 fan 의 경우는 상하부 온

도차가 약 10℃인 반면, 하부 fan 의 경우는 상하

부 온도차가 약 13.5℃ 으로 하부에 fan 을 설치

하는 경우가 냉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5. 결 론 

5.1 상세 1-fin 해석 
 

Fin 의 내부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상세 모델링

과 복사까지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부력이 

유동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Fin 의 길이 방향에 따른 내부의 온

도 분포를 통해 대부분의 열전달이 윗부분에서 많

이 일어나고 아래로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n 해석시 외부 air 

boundary 가 없는 모델의 경우, 경계조건으로 위치

에 따라 다른 열전달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5.2 단순 Multi-fin 해석 (OA type) 

 

상세 1-fin 의 모델이 90 만개의 grid 를 사용하

는 것에 비해, multi-fin(18 fin)의 모델에 220만개의 

grid 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모델에 대한 계산 결

과의 오차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결과적

으로 grid 의 크기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향후 방열기 해석시 단

순 모델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5.3 Fan 의 위치에 따른 냉각 특성 (FA type) 

 

냉각 fan 의 위치에 따른 냉각 성능 분석에서는

동일한 fan 풍량 사용시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Fan 

풍량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강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대비 동일한 풍량으로 계산하였지만, 최

근의 연구를 통해 압력 강하가 비슷한 경우의 측

면과 하부에 fan 에 의한 방열량을 비교한 결과, 

(Fig.16)와 같이 하부 fan 부착시 냉각 특성이 20% 

정도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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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otal heat of radiators with fan’s positions 

(Lower & Side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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