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review the core technical trends of TESAL

EV(Electric Vehicle) Motors. The object of this study

analyzes electric vehicle’s body appearance, motor cooling

system, battery arrangement, 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and super charging station etc.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TESLA)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2010년도에 고작 1,500대의 전기자

동차를 팔았던 중소기업이었지만, 2016년도 76,000대 전기자동

차 판매를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연간 50만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자동차 회사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1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델 S의 주요 성능

Fig. 1  Key performance of TESLA EV Model S

그림 2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조

Fig. 2 TESLA EV structure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필드에 대한민국 1

호 매장의 오픈(Open)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

로 전기자동차의 시대의 오픈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

슬라社의 핵심기술이 담겨있는 특허(特許) 문헌을 바탕으로 전

기자동차의 차체(車體) 외관, 모터(Motor) 냉각 시스템, 배터리

배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슈퍼충전소 및 충전기 등을

중심으로 테슬라社의 핵심 기술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본 론

2.1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특허기술 현황

표 1은 테슬라社의 특허기술 현황이며, 2017년 4월 기준으로

크게 8가지 세부기술에 총 158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기술

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표    1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특허기술 현황

Table 1 Patent Status of TESLA EV(Electric Vehicle)

구분 세부적인 기술
미국 

등록특허
(건수)

등록특허 
차지하는 

비율

세부
기술1

전기자동차의 차체(車體) 외관 44건 27.8%

세부
기술2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28건 17.7%

세부
기술3

모터, 배터리의 냉각기술 27건 17.1%

세부
기술4

배터리 배치기술 25건 15.8%

세부
기술5

전력변환 및 모터기술 13건 8.2%

세부
기술6

배터리 충전기 기술 11건 7.0%

세부
기술7

전기자동차 제어 기술 5건 3.2%

세부
기술8

과전류 보호 기술 4건 2.5%

기타 자동차끼리 통신 1건 0.7%

전체 158건 100.0%

2.2 전기자동차의 차체(車體) 외관[1-2]

그림 3 테슬라 전기자동차 외관 디자인 특허 USD775005호,

       USD775006호 및 USD780653호[1]

Fig. 3 TESLA EV Exterior Design Patent USD775005, 

       USD775006 and USD78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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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테슬라 전기자동차 문(Door) 디자인 특허 USD678154호[2]

Fig. 4 TESLA EV Door Design Patent USD678154[2]

2.3 모터 냉각기술[3-4]

(a)고정자 냉각 시스템     (b)회전자 냉각 시스템

그림 5.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터 냉각과 관련된 특허 US9030063호[3]

Fig. 5 TESLA EV Motor Cooling Patent US9030063[3]

그림 6. 테슬라 자동차 모터 회전자 냉각과 관련된 특허 US7489057호,

        US7579725호 및 US9331552호[4]

Fig. 6 TESLA EV Motor Cooling Patent US7489057, US7579725

       and US9331552[4]

2.4 배터리 배치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5-6]

그림 7. 테슬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배치 특허 US9045030호[5]

Fig. 7 TESLA EV Battery Arrangement Patent US9045030[5]

(a)배터리 셀의 배치

(b)배터리 셀의 전압 균형

그림 8. 테슬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의 배치 및 전압 균형 특허 US7433974호[6]

Fig. 8 TESLA EV Battery Voltage balance of battery cell Patent US7433974[6]

2.5 배터리 충전기 기술[7-8]

그림 9. 테슬라 슈퍼충전소 및 충전기 구조[7]

Fig. 9 TESLA super charging station and charger structure[7]

         표    2 테슬라 슈퍼충전기의 주요 스펙(Spec)[7]

         Table 2 Key specifications of TESLA Super Charger[7]

구    분 충전 스펙

입력전압 교류(AC) 200~480[V]

입력전류 280A @200-240VAC / 160A@480VAC

주 파 수 50 또는 60 Hz

출력전압 직류(DC) 40~410[V]

출력전류 최대 210[A]

동작온도 -30℃ ~ 50℃

    (a) 기존의 급속충전         (b)테슬라社 배터리 급속충전

(c)테슬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410), 배터리 관리 시스템(415) 및 서브 시스템(420)]

그림 10. 테슬라 배터리 급속 충전 특허 US8754614호 및 US8970182호[8]

Fig. 10 TESLA Battery Quick Charger Patent US8754614 및 US8970182[8]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

(TESLA)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테슬

라社는 출력(Power)이 부족한 단점을 모터(Motor)의 고정자

및 회전자 냉각시스템으로 보완시켰으며, 주행거리 및 충전특

성 등을 향상시켰기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대학에서 핵심기술 개발 및 원

천특허 확보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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