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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좌표계를 이용한 3차원 유도가열공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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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ite element analysis for induction heating process including magnetic and thermal situations is 
presented. Because magnetic and thermal material properties vary with the temperature, material properties 
depending on temperature are considered. As the inductor moves, the solution domains corresponding to the 
inductor change into those of the air and the solution domains corresponding to the air change into those 
of the inductor. For these reasons, modeling of induction heating process is very difficult with a general 
purpose commercial programs. In this paper, three dimensional analysis of induction heating process for 
moving inductor is analyzed using moving coordinate. The skin effect is confirmed inside the steel plate in 
the electro-magnetic analysis. The distribution of heat generation at the initial state is different from that at 
the quasi-stationary state. Therefore, material properties depending on temperature must be considered. The 
calculated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temperature results. This 
approach is suitable to solve magneto-thermal coupl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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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가열 공정은 시변 자기장에 의해 도체에 유도

되는 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법이다. 유도가열은 

자기 인 상과 열 인 상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자기 인 상과 열 인 상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가열되는 피가열체의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 자기장 

해석시 필요한 물성치와 온도장 해석시 필요한 물성치

가 변화하므로 두 가지 해석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없고 자기장 해석과 온도장 해석이 연성된 해석을 동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1). 유도가열 공정의 해석을 해

서는 해석 상에 공기 역과 가열되는 피가열체 등이 

포함되므로 해석 역이 일반 인 해석에 비해 상 으

로 크게 된다. 한 공기와 인덕터 부분의 경계층   

피가열체의 표면에는 조 한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해

석 역이 3차원으로 확장되면 과도한 경제  비용이 발

생하며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유

도가열 공정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

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2차원 단면해석과 인덕터가 

이동하지 않는 정지상태에 한 해석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2,3). 그러나 부분의 유도가열 공정은 인덕터가 이

동하므로 인덕터 이동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인덕

터가 이동함에 따라서 공기 역이 인덕터 역으로 바

고 인덕터 역은 공기 역으로 바 게 되므로 물성

치의 변화  류의 치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인

덕터의 이동에 따라 각기 다른 물성치와 류의 치를 

조정해 주어야 하므로 상용코드를 이용한 유한요소 해

석은 번거롭고 까다로워진다. 한 인덕터의 이동을 모

델링하기 해서는 인덕터의 이동방향에 해 조 한 

요소분할을 요구하므로 요소의 수도 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덕터의 이동방향에 해서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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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자기 인 상과 열 인 상이 

연성된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을 Fortran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이동좌표계가 도입

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열원에 한 모델

링을 구 하 다. 이동좌표계를 도입하면 인덕터의 이동

방향에 해서 조 한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요

소의 수를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이동에 따른 

물성치가 뒤바 는 상에 한 모델링의 어려움도 해

소시킬 수 있다. 

2. 유한요소 모델링

2.1 자기장 해석

  맥스웰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주 수 역에서의 와

류 지배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  된다
2-5)
.

   

∇                          (1)

여기서 A는 자기벡터 포텐셜, Js는 외부 류원, 는 

투자율, 는 각주 수, 는 기도 율을 의미한다. 

의 방정식을 유한요소 방정식으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

은 식을 얻을 수 있다6).

                     (2)

여기서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3)

   


 



        

                                 (4)

의 유한요소 방정식을 Fortran을 이용해 구성하고 풀

어서 A를 구하면 와 류를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5)

의 식으로부터 구한 와 류를 이용해 열량은 식 (6)

을 이용해 얻는다.

  

    
                   (6)

결과 으로 구한 평균열원은 식 (7)과 같다.

  
 

                                  (7)

여기에서 *는 공액 복소수를 의미한다. 

2.2 온도분포 해석

  와 류에 의한 열(Joule heat)을 내부 발생열로 고

려하면 다음과 같은 열 달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8)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9)

여기서 T는 온도, 는 도, c는 비열, k는 열 도 계

수, 는 평균 발생열, 는 류열 달 계수, ∞는 

기온도를 의미한다. 열원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동 좌표계와 고정좌표계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7).

      

  


                 (10)

  





 









           (11)

  

  






 


           (12)

       
        (13)

여기서 MC는 이동좌표계를 의미한다. 의 식을 유한

요소 방정식으로 정식화 하면 식 (14)를 얻을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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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 3차원  정상상태에 한 온

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자기 인 해석과 열 인 해석

이 연성된 해석을 한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을 

Fortran을 이용해 개발하 으며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  물성치와 열  물성치는 참고문헌의 값을 사

용하 다9).

3.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실험

  해석 상이 좌우 칭이므로 실험의 개략 인 한쪽면

의 그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열을 진행하 고 온도측정을 해 열 를 앙

면의 치인 A지 과 B지 에 부착하 다. 유도가열

공정의 해석을 해서는 자기장 해석과 열유동 해석

을 필요로 한다. 자기장 해석을 한 자기  물성 

치가 시편의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고 한 열유동 해석

을 한 열  물성치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러 

므로 유도가열 상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두 가지 해

석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없고 자기장 해석과 열유

동 해석이 연성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유도가열해석

을 한 자기장 해석과 열 달 해석에 한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자기장 해석을 수행한 후 기에 구 

해진 자기장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발생열을 구한다. 

자기장 해석결과로 얻은 발생열을 열원으로 가정하고 

인덕터가 이동하는 유도가열공정의 해석을 해 이동좌

표계가 도입된 3차원  정상상태에 한 온도분포를 

계산한다. 이 게 구한 온도분포에 해 변화된 자기

 물성치를 고려한 자기장 해석을 수행한다. 변화된 

물성치가 고려된 자기장 해석을 이용해 새로운 발열

량을 구하고 변화된 발열량과 변화된 열  물성치를 이

용해 온도분포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반복 인 방법으

로 온도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해석을 수행

한다. 실험과 해석에서 사용된 유도가열기의 이송속도는 

6mm/sec로 설정하 다. 아래면 앙의 치에 부착한 

열 를 이용하여 유도가열공정을 진행하면서 온도측

정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 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한 해석 역과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역은 

공기 역을 포함해 가로 100mm, 높이 50mm,        

인덕터 진행방향은 300mm로 설정 하 다. 해석 역에 

공기 역, 인덕터 역, 시편 역이 포함되어 있고 인덕

터 역, 시편과 공기 역의 경계는 조 한 요소를 사용

하 다. 공기 역이 해석 상에 포함되므로 유한요소 해

석 역이 일반 인 구조해석보다 크고 필요한 요소의 

수도 많다. 한 해석 역에서 시편의 표면부분과 인덕

터 역은 조 한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요소의 수는 증

가한다. 3차원 과도(transient) 해석을 해서는 인덕터

의 진행방향에 해 조 한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유도

가열 해석을 한 요소의 수는 격하게 많아진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계산에 따른 모든 온도이력을 알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많은 경제  비용과 많은 CPU 시간을 

필요로 하고 공기 역의 물성치와 인덕터 역의 물성치

가 뒤바 는 모델링의 구 이 까다로우므로 효율 인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

율 인 해석을 하기 하여  정상상태를 가정한    

해석방법을 제안하 다. 인덕터가 이동하는 3차원 해석

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한 방법으로서 Fig. 3 과 같



이동좌표계를 이용한 3차원 유도가열공정 해석 

大韓熔接․接合學 誌 第25卷 第1號, 2007年 2月                                                                   27

27

air

steel

Fig. 4 Three dimensional model for electro-magnetic analys

is

Fig. 5 Three dimensional model for temperature analysis

Fig. 6 Isolines of magnetic vector potential at    initial 

state (wb/m)

Fig. 7 Heat generation at initial state

Fig. 8 Heat generation at quasi-stationary state

이 인덕터의 진행방향에 해 인덕터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자기장 해석과 열유동 해석은 온도분포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으로 계산하여 해를 구하 다. 온

도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자기  물성치와 열 인 물

성치는 갱신된 값으로 체함으로써 온도에 의존하는 

자기  물성치와 열  물성치를 고려하 다. 해석  

상은 좌우 칭 조건이므로 한쪽만을 해석 하 다. 자

기장 해석을 한 경계조건으로 칭축의 자기벡터 포

텐셜값을 0으로 주었으며 열유동 해석을 한 경계조건

은 칭축의 온도구배를 0으로 주었다. 자기장 해석을 

한 요소분할은 Fig. 4와 같고 열유동 해석을 한   

요소분할은 Fig. 5와 같다. 기 상태에서의 인덕터 

심부의 단면에 한 자기장 해석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인덕터 역주변에 큰 값의 자기벡터 포텐셜

이 집 되어 있고 해석결과에서 면에 존재하는 시편

역은 작은 값의 자기벡터 포텐셜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편표면에서 시편내부로 갈수록 표피효과의 향

으로 자기벡터 포텐셜값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는 자기장 해석결과 구한 기  

상태에서의 발생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상태에

서는 시편의 자기 물성치가 균일한 값이므로 인덕터 주

변을 심으로 인덕터의 형상과 비슷한 형태의 발생열

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에서는  정상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의 발생열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의 불균일한 온도에 따른 자기물성치가 고려됨으로

써 반 으로 기상태에서의 분포보다는 작은 값의 

발생열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

덕터 주변을 심으로 큰 값의 발생열이 분포하지만 

기상태와 비교하면 인덕터의 형상과는 다른 형태의 발

생열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도가열이 진행됨 

에 따른 시편의 불균일한 온도분포에 의해 자기장 해

석에 의한 발생열의 분포도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도가열 해석을 해서    

는 온도에 따른 자기  물성치와 열  물성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는 실험 

과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Fig. 1에서 보

여  A 과 B 의 치에 열 를 부착해서 얻은 실

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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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3차원 열유

동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인덕터의 이동에 따른 공기

역과 인덕터 역의 물성치가 뒤바 는 상에 한 

모델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인덕터 이동방향에 

하여 조 한 요소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소의 

수도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경제 인 비용

이 많이 드는 3차원 과도(transient) 해석을 인덕터가 일

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정상상태에 한 해석으로 

체하므로 CPU 시간을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수행한 3차원 열 달 해석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방

법은 인덕터가 이동하는 경우의 유도가열공정의 해석에 

매우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정상

상태를 가정한 해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상이 비교  

커지더라도 한 요소분할을 이용하게 되면 유도가열 

해석을 매우 효율 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 10 에서는 실제로 가열한 시편을 단하

여 열 향부 역을 찰한 그림과 유한요소 해석을 이

용한 열 향부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실험에서 

찰된 열 향부와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723℃ 라인을 비

교한 결과 실험에서 찰된 역과 유한요소 해석에서 

구한 열 향부가 비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의 결과는  변형 이론을 이용하여 각변형을 계

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10). 

  온도분포에 한 모든 열이력을 요구하지 않고  열

향부의 크기만을 필요로 하므로 제안된 해석방법은 각

변형을 계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 한다. Fig. 11 에서는 유도가열 공정 시  정상

상태에서의 시편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열원에 의한 온도의 분포형태를 잘 표 해 주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인덕터가 이동하는 경우의 유도가열 공정에 한 해

석을 수행하기 해 유한요소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인덕터의 이동을 모델링하고 경제 인 비용의 감을 

해서 3차원  정상상태를 가정한 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실험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기장 해석결과 표피효과의 향으로 인해 시

편내부로 진행할수록 자기벡터 포텐셜값이 감소하는 것

을 유한요소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열유동 해석의 요인자인 자기장 해석에 의한  

발생열이 기상태에서와  정상상태에서 다른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유도가열 해석을 

해서는 온도에 따른 자기  물성치와 열  물성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열 를 부착하여 얻은 온

도측정 결과가 잘 일치 하 으며 3차원  정상상태를 

가정한 열 달 해석이 인덕터 이동에 따른 해석 인 번

거로움의 해소와 경제  비용의 감에 매우 효과 임

을 알 수 있었다.

  4) 시편을 단해 찰한 열 향부와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의한 열 향부가 비교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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