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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thermal analysis of an interior PM synchronous machine with concentrated winding for 

electric vehicle. The conventional thermal equivalent network model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for calculation of the 

temperature rises in electrical machines. In spite of being popular, this method can not be applied correctly for elements 

with complicated cooling structure like liquid cooled housing. To overcome this drawbacks, in this paper, a hybrid thermal 

model using the result of CFD analysis partly. Using this method, to improve a thermal performance of PMSM with 

concentrated winding, the effects of two design parameters are analysed. Finally, the accuracy of this model has been 

verified by experiments for the developed 21kW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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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친환경 차량인 기자동차  하이 리드 차량 개발

의 증가와 함께, 구동 동기로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채

택이 증가되고 있다. 차량용 구동 동기는 부하 특성이 가

변 이어서 일정부하를 가진 동기의 정격과는 달리 단시

간 정격을 별도로 명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동기의 기 설계 단계에서 각 정격 기 에 하여 선정된 

권선의 내열 등 이 만족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한 부의 온도계수를 가진 희토류 구자석의 특성으로 인

하여 감자  자속 도 감에 한 특성분석을 해서는 

자계-열 연성 계산이 필요하다. 출력 도가 비교  낮은 

일반 인 TEFC(Totally Enclosed Forced Convection) 냉각

방식의 산업용 동기의 경우, 경험 인 수치들을 이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정격을 쉽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출

력 도  특수한 냉각 구조가 요구되는 동기의 경우 손

실 계산  열 정격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1]. 특히 높은 

출력 도에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동기의 형상 

 새로운 냉각 방식, 재질 특성의 변경등을 설계 단계에서 

효과 으로 고려하여 동기의 열 정격을 해석하기 한 해

석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동기의 열해석을 한 방법은 크게 열등가 회로 기법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기법으로 나  수 있다. 집 정수법인 

열등가회로 기법은 빠른 계산시간과 동기의 순시정격을 

고려한 과도 상태의 해석이 간단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왔다[1][2][3][4][6][9]. 특히, P.H.Mellor에 의해 처

음 TEFC 방식의 유도 동기를 상으로 한 열등가 회로의 

개념  열해석 기법이 소개된 이후, 열 항 계산의 정 도

를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류

와 복사에 의한 열 달 상  다양한 권선 방식이나 복잡

한 형상에 한 실험  고려를 통해 열등가 회로 기법의 해

석 정 도를 높이기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포정수법인 수치해석 기법은 3차원 FEM(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한 열 달 해석 방법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을 이용한 해석 방법으로 구분된다. 

유한요소해석 기법의 경우, 복잡한 형상의 고려가 열등가 회

로 기법에 비해 상 으로 쉽지만 도에 의한 열 달 

상만 직  계산이 가능하므로, 류  복사에 의한 열 달

을 고려하기 해서는 류열 달 계수와 복사 열 달 계수

를 별도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한다. 유동의 흐름과 그 특성

을 해석하기 해 CFD 기법은 3차원 형상과 유체의 흐름을 

직  고려하기 때문에 3차원 FEM에 비하여 별도의 류열

달 계수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고 유체의 분포 특성을 열

달 상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해석 정 도가 3차원 

FEM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CFD 기법의 지배 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은 난류에 의한 비선형 요소  열

달을 고려하기 한 에 지 방정식과의 연립 계산 때문에 

매우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단 을 가진다[3][4][5][6][9]. 

C. Kral은 TEFC 냉각방식 유도 동기를 상으로 정상

상태에서 열등가 회로 기법과 CFD해석 결과를 실험치와 비

교하 다[5]. [5]의 논문은 과도 상태 열해석을 해 열등가 

회로를 용하 으나, 열등가회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열

항을 어떻게 산정하 는지가 구체 이지 않다. J. Nerg는 

[1]의 논문에서 고출력 도를 가지는 구자석 동기 동기

를 상으로 열 등가회로 기법을 용하 다. [1]의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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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유도 동기와 45kW  구자석 동기 동기, 1.56MW

 구자석형 동기 발 기를 상으로 기법의 용 사례를 

소개하 다. A. Boglietti는 열등가회로 기법의 정 도를 높

이기 해, 열 등가회로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하

여 언 하 다[7]. 그러나 [7]의 논문에서도 수냉식 구조를 

가진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경우, 수냉식 냉각 유로 형상

을 정 하게 고려할 방법에 해서는 언 되어 있지 않다. 

동기의 온도 분포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열-

자계 연동해석이 필요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고정자 철손 

분포와 동손을 3차원 FEM을 이용한 열 달 해석과 연계하

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시간에 해 일정한 정상상태의 

해석 시는 연계가 가능하지만, 과도 상태의 온도 계산 시 

구자석의 온도 상승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고려

할 수는 없다. 한 벡터제어를 이용한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경우, d축 류 증가에 따른 쇄교자속의 왜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회 자 철손  구자석 와 류손실의 증가

에 기인한 회 자 온도 상승을 과도상태 해석에서  고려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통 인 열등가회로 기법의 해석 정 도를 높

이기 해 기존 열등가 회로 기법에 개선된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용하 다. 첫째, 복잡한 냉각 유로 형상에 의한 

류 열 달 계수를 정 하게 계산하기 해 부분 으로 CFD 

해석기법을 용하여 이를 열 등가회로에 통합하 다. 둘째, 

동기의 과도상태 온도 해석 시, 구자석의 온도 상승에 

따른 고정자  회 자 철손의 변화를 룩업 테이블 형태로 

고려하여 과도 해석 시 발생되는 오차를 최소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냉식 냉각구조와 집 권 권선방식을 가진 차

량 구동용 동기를 상으로 정격특성  온도 상승에 

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설계 요소를 선정한다. 각 설계 요소

별 온도 특성 분석을 해 개선된 열등가회로 기법을 용

하며, 해석 결과를 통해 집 권 방식의 구자석 동기 동기

의 열 정격 개선이 설계 단계에서 가능함을 확인한다. 한,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다이나모 시험을 수행

하여, 운  별 과도 상태의 온도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2. 본  론

2.1 연구 상 모델의 정의 

본 논문의 연구 상 모델은 수냉식 냉각구조와 집 권 권

선 방식을 채택하 다. 집 권 방식은 분포권에 비하여 코일 

엔드부가 짧고 율을 높일 수 있어 상 으로 동손을 

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왔다[8]. 한 수냉식 냉각

은 공랭식에 비하여 유로구조의 류열 달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동기의 출력 도  류 도를 높일 수 있다. 

2.1.1 동기 형상  주요 사양

설계 상 동기의 출력 사양은 그림 1과 같다. 기 속

도는 800RPM에 최  5,000RPM까지 운 되고, 기 속도에 

비하여 최 속도의 비가 높으므로 충분한 약계자 특성을 확

보하기 해서 IPM(Interior Permanent Magnet) 구조를 채

택하여 설계 되었다. 설계된 동기의 형상은 그림 2와 같

으며, 주요 사양을 표 1에 정리하 다.

그림 1 설계 상 동기의 토크-속도-출력 선도

Fig. 1 Torque-Speed-Power Requirements of designed motor

      

그림 2 설계 동기의 형상

Fig. 2 Shape of designed motor

표   1  설계 동기의 주요 사양 정의

Table 1 Specifications of designed motor

항 목 사 양 [단 ] 비 고

기  속도 800 [RPM]

최 토크

@800RPM
250 [Nm] 2분 정격

최 출력

(2분)
21 [kW]

연속출력

(2시간)
16 [kW] 2시간 정격

최  속도 5,000 [RPM]

2.1.2 냉각 특성 개선을 한 주요 설계요소 정의

A.Boglietti는 동기 냉각 특성에 향을 주는 다수의 설

계요소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요 요소를 선정하

다[7]. 본 논문에서는 A.Boglietti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냉

각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우징 유로부 형상과 권선 

보빈 재질의 열 달율의 두 가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1.2.1 냉각 채  형상

연구 상 동기의 냉각 채 은 그림 3과 같이 유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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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핀 구조가 형성된 이스 A와 핀 구조를 없앤 이

스 B로 구분하여 각 경우별 냉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유체와 되는 면 이 증가하여 

냉각성능을 증 시킬 수 있으나 냉각수 입구와 출구 간에 

발생되는 차압이 증가하고, 제작성은 나빠지므로 설계단계에

서 충분한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a) 하우징 유로 : 이스 A (Fin 구조)  

(a) Case A coolant path (Finned structure)   

(b) 하우징 유로 : 이스 B (No Fin 구조)

(b) Case B coolant path (Non finned structure)

그림 3 동기 하우징의 냉각 채  이스 분류  구조

Fig. 3 Coolant path of housing considered

2.1.2.2 연재질의 열 달 특성

분할코어를 가진 집 권선 방식의 동기는 권선과 고정

자 철심을 연하기 해 그림 4와 같은 보빈 구조를 가지

게 된다. 보빈의 재료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재질이 

선정 가능하지만 Wiedemann-Franz 법칙에 따라 부분의 

연재질은 낮은 열 달율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보빈재질로 용되고 있는 PPA(Partially Aromatic 

Polyamide) 재질과 기존 Polymer의 열 달율을 증 시킨 

Coolpolymer사의 DS5120 재질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

다. 각 재질별 물성 특성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각 물성치

는 제조사로부터 입수된 데이터이며, 온도에 따른 열 달율 

 비열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4 집 권 권선  분할코어 구조도

Fig. 4 Concentrated winding layout and structure of 

segmented core

표 2 보빈 재질별 물성치 비교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coil bobbin

항 목

사 양 [단 ]

비 고PPA 

(GF30%)
DS5120

열 달율
0.29

[W/m.℃]

2.0 

[W/m.℃] 상온

기
비 열

1.25

[J/kg.℃]

1.1 

[J/kg.℃]

 도
1,200

[kg/m3]

1,630 

[kg/m3]

2.2 연구 방법  이론

설계 단계에서 동기의 정격 특성을 계산하기 한 방법

은 크게 열등가회로법과 유한요소해석, CFD해석으로 나  

수 있다. 특히 열등가회로 기법은 빠른 계산시간과 연성해

석의 편리함으로 인해 학계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다

[1][2][6]. 본 연구에서는 열등가회로 기법을 이용하여 열 모

델을 구성하 으며, 동기의 주요 구성품별 물성치는 표 4

와 같다. 

2.2.1 열 등가회로 기법

동기와 같은 원통형 구조에 열 등가회로 기법을 용하

기 해 다음과 같이 가정을 둔다. 

 - 모든 속 재료의 열 달율은 등방성 재질로 고려.

 - 규소강  층에 따른 고정자  회 자 철심의 축방

향 열 달은 고려하지 않음.

 - 하우징, 엔드 캡, 고정자  회 자, 축 형상은 실린더 

구조를 가진 등가 모델로 고려함. 

2.2.1.1 도에 의한 열 달

일반 인 1차원 도 열 달에서의 열 항 Rth_condu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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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유속 방향으로 열 달이발생되는 구조의 길이 [m]

  : 도 열 달율 [W/m.℃]

  : 단면  [m2]

본 연구에서는 Mellor에 의해 처음 용된 일반 인 실린

더형 요소를 이용한 열 등가 항을 용하여 열모델을 구

성하고자 한다. Mellor  J.Nerg는 Fourier 열 도 법칙으

로부터 그림 5와 같은 실린더형 형상의 열 등가 모델을 반

경 방향과 축 방향 항 성분으로 그림 6과 같이 정의하

다[1][2]. 

그림 5 4개의 온도 을 가진 실린더형 형상의 기하학  

치수 정의

Fig. 5 General cylindrical component with axial length L, 4 

nodes of temperature

그림 5에서 r1은 원통형 요소의 외경, r2는 내경을 의미하

며, L은 축방향 길이를 표시한다. 원통형 요소의 열 항에

는 총 4개소의 온도 이 존재하며 축방향의 두가지 성분

인 Taxial_left, Taxial_right와 반경방향의 두 성분인 Tradial_out  

Tradial_in으로 정의된다. 

그림 6 Mellor  J.Nerg에 의해 정의된 실린더형 형상을 가

진 구조의 열 항 요소

Fig. 6 Elements of thermal resistance with cylindrical 

component defined by Mellor and J.Nerg

그림 6에서 정의된 열 항은 축방향의 3개 요소와 반경방

향의 3개 요소로 정의되며, Tm은 실린더형상에서 평균온도 

을 의미한다. 한 실린더 형상에서 발생된 발열량 q는 

평균온도 에 집 되어 열 달이 발생된다. 총 6개 요소

의 열 항는 표 3과 같이 수식으로 표 될 수 있다.

표    3  실린더 형상을 가진 열 항 요소의 수식 정의

Table 3 Definition of thermal elements with cylindrical 

component

열 항 수식 정의 열 항 수식 정의

R1a 
  




R1r






 


ln 








R2a 
  




R2r









 



ln 




 






R3a 
  



 
R3r


  



 
∙




   



ln
 




2.2.1.2 류에 의한 열 달

2.2.1.2.1 공극

회 자의 회 에 의한 류 열 달이 공극에서 발생하게 

된다. 공극 부분의 열 항 산정 방법에 해서는 동기의 

용도  연구자 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회 자 

 고정자의 슬롯 형상  요철에 따른 류 상과 축방향 

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Kylander의 연구결과를 인용하

여 공극에서의 열 항을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Kylander의 

연구는 TEFC(Totally Enclosed Forced Convection) 형태의 

유도 동기의 열 달에 한 연구로 본 논문의 연구 상인 

수냉식 폐형 구자석 동기 동기에 인용하기가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극의 류 상은 회 자의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속의 경우는 층류만 발생하나 상

으로 고속에서는 층류와 난류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10]. 

층류만 발생한 경우, 공기의 반경방향 속도 성분이 0이 되어 

실제 열 달은 공극사이에 도와 방사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10]. 그러나, 난류가 발생하게 되면 와류에 의한 류효

과가 요하게 된다. 이러한 난류 상은 Taylor수와 수정

된 Taylor수에 의해 특성화되며, Becker와 Kaye는 수정된 

Taylor수를 다음 식(2)와 같이 정의하 다[11].

 





                                (2)

  : 회 체의 각속도 [rad/sec]

  : 회 자  고정자의 평균 Radial 방향 반경 [m]

  : 공극 길이 [m]

  : 유체의 동 성 계수 [m
2
/sec]

Kylander는 부분의 실제 인 경우, Fg는 1로 둘 수 있

다고 하 다[10]. Becker와 Kay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류

에 의한 천이를 고려해야 되는 Taylor수의 기 을 1740으로 

두고 다음 식 (3),(4)와 같이 셀트수(Nu)를 실험 으로 정

의하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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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  < 1,740)                            (3)

  
  

 
 (Tam  >= 1,740) (4)

도와 류가 고려된 공극부의 열 달 계수는 다음 식

(5)와 같이 정의된다[10].

 

∙
                                (5)

  : 공기의 동 성계수 [m
2
/sec]

따라서, 공극부의 열 항은 아래 식 (6)과 같다.

   


                    (6)

  : 회 자 반경 [m]

  : 회 자의 축방향 길이 [m]

2.2.1.2.2 코일 엔드 부

코일 엔드에서 발생된 열은 공기에 의한 류에 의하여 

하우징  엔드 캡으로 달되는데, 코일 엔드부의 류 

상은 형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렵다. 

Kylander는 코일 엔드부의 류 상을 실험 으로 연구하

여 공기의 선속도에 의한 함수 형태로 식 (7)과 같이 정의

하 다[6]. 권선 방식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Kylander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류 열 계수를 

계산하 다.

    

                           (7)

식 (7)에서 K1=6.5W/m
2
.K, K2=5.25W(s/m)

0.6
/m
2
.K이며, v

는 코일 엔드부 주변 공기의 선속도 [m/sec]를 의미한다.

2.2.1.2.3 냉각 채  부

본 연구 상 동기는 외부의 냉각수에 의해 강제 냉각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스 A와 이스 B와 같이 냉

각 구조를 가질 경우, 유체의 유량과 형상에 따라 내부 유동 

흐름이 달라지므로 류 열계수를 정확히 구하기 해서는 

CFD를 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CFD해석 툴을 

이용하여 다음 식 (8)의 방법으로 류 열계수 heff를 계산하

다.

   


                              (8)

heff  : 류 열 달 계수 [W/m
2
.℃]

Q : 단 면 당 발열량 [W/m
2
]

Tfin : 냉각 핀 표면 온도 [℃]

Tref  : 기 온도, 본 연구에서는 냉각수 입구 온도 [℃]

2.2.1.3 복사에 의한 열 달

복사에 의한 열 달은 Stefan-Boltzman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Pradiation : 복사에 의해 달되는 열량 [W]

A  : 복사가 발생되는 표면의 면  [m
2
]

  : Stefan-Boltzman 상수 (=5.67×10-8 [W/m2/K4])

  : 표면의 방사율
T1  : 발열체 표면의 온도 [℃]

T2  : 열 달 상체의 온도 [℃]

복사에 의한 열 항은 류에 의한 열 달과 마찬가지로 

복사열 달계수를 도입하여 식 (10)과 같이 표 된다.

   ∙


                        (10)

 hr : 복사 열 달 계수 [W/m
2
/℃]

 A  : 표면의 면  [m
2
]

J.Nerg등에 의하면 동기 열 달 문제에 있어 복사에 의

한 열 달 효과는 류에 비하여 상 으로 다[1]. 이는 

동기 내부 발열체와 하우징 간의 온도 차이가 복사효과를 

고려할 정도로 크지 않고 특히 수냉식 동기의 경우 냉각

수의 강제 류에 의한 열 달이 부분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사에 의한 열 달 효과는 하우징 

외측 표면과 외부 공기 간에 발생되는 상만 고려하 다. 

 

2.2.2 재질 특성의 고려

아래 표 4는 연구 상 동기에 용된 부품 재질의 열

달 련 물성치를 나타낸다. 실제 열 달율  비열은 온

도에 따라 변하지만, 실제 온도에 따른 정확한 물성치를 확

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수로 가정하 다. 

표   4  설계 동기의 각 부분 물성치

Table 4 Material property of designed motor

항 목 재질명
열 달율 

[W·℃/m]

비 열 

[kJ·℃/kg]

 도 

[kg/m
3
]

하우징

엔드캡
Al-6061 209 0.9 2,700

고정자/회

자

철심

PN08  

규소강
28 0.46 7,800

권선 구리 386 0.4 8,950

권선

연

코 제

폴리머 0.21 1 1,400

구자석 NdFeB 9 0.42 7,400

축

스 이더
탄소강 49.8 0.486 7.850

베어링 베어링강 30 0.46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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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냉각 특성 해석 순서

수냉식 구자석 동기 동기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고 냉각

특성을 분석하기 한 순서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성능을 

만족하기 한 동기의 형상을 결정한 후, 냉각 특성을 확

인하기 한 운 을 결정한다. 운 이 결정되면, 해당 

운 에서의 류 지령을 기 으로 동기의 동손  철손

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한다. 이후, 결정된 형상에 따

라 열등가 회로를 구성하여, 이  단계에서 계산된 손실값을 

입력한 후 등가회로를 계산하면 각 별 온도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과도 상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열 등가회로에는 

질량  비열로 결정되는 열 커패시턴스 값이 포함된다. 

그림 7 동기의 냉각 특성 해석 순서

Fig. 7 Calculation flow of electric motor's thermal 

performance 

2.3 해석 결과  분석

설계된 동기의 냉각 유로 구조  보빈 재질에 따른 냉

각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 

기반 환경에서 열 등가회로를 구성하여 온도를 해석하 다. 

Matlab 환경은 공학  계산을 수행하기가 편리하고 동기 

제어기 모델과의 통합  연계가 쉬운 장 이 있다. 

2.3.1 열 등가회로 모델 구성

그림 8과 9는 설계된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열등가회

로 모델로 구성한 Matlab/Simulink 모델을 나타낸다. 열등

가회로와 기회로의 상사성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으로, 열 

항과 열 커패시턴스의 조합인 R-C회로의 형태로 나타난

다. 한 계산된 손실값은 류원으로 표 하 으며 온도별 

룩업 테이블의 형태로 미리 계산되어 입력된다. 손실값과 

열등가회로에 의해 재 계산된 온도를 피드백 받아 수정된 

손실값을 입력하는 폐루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동

기 각부분의 손실치는 다음 표 5와 같이 정의된다. 온도별 

손실을 구하기 해, 구자석  동손의 경우 온도별 도

율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계산하 다. 한, 철손의 

경우 구자석의 온도에 따라 자속 도 포화특성이 달라지

기 때문에 자석의 온도를 기 으로 고정자  회 자별 철

손을 계산하 다.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소 트웨어인 

JMAG(Ver.10.0)을 이용하 다. 

표   5  설계 동기의 손실값 정의

Table 5 Loss parameters of designed motor

항 목

구 분

해석 방법
정의

해석 온도 

범

LUT_PM_l

oss

구자석 

와류손
+20 ~ +180도

· 2D FEM

(도 율 보정 

 구자석 

온도별 계산)

LUT_coilsi

de_loss

코일 내측부 

동손
+20 ~ +180도

LUT_coilen

d_loss

코일 엔드부 

동손
+20 ~ +180도

LUT_fe_

yoke

고정자 요크부 

철손
+20 ~ +180도

LUT_fe_

teeth

고정자 치부 

철손
+20 ~ +180도

LUT_fe_

rotor
회 자 철손 +20 ~ +180도

bearing_

front

단 베어링 

기계손
온도 고정

·참조논문 

[12]bearing_

rear

후단 베어링 

기계손
온도 고정

그림 8 Matlab/Simulink 기반 동기 열해석 모델의 구성

Fig. 8 Thermal analysis model of designed motor using 

Matlab/Simulink

그림 9 Matlab/Simulink에서 구성된 동기의 열등가 회로

Fig. 9 Detailed thermal network of designed motor using 

R-C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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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온도별 손실 해석

표 5에 정의된 각 손실 , 철손  구자석의 와류손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는 실제 동기의 운 을 선정하

여, 운 에 해당되는 류 지령과 이를 고려한 실제 제어

기의 PWM 제어에 따른 스 칭 노이즈를 고려한 인가 류

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 이를 정확히 고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가 류를 정 이

라고 가정하여 손실을 계산하 다. 아래 표 6에 연구 상 

동기의 운 을 #1과 #2로 구분하여 정의하 고, 각 운

 별 류 지령을 명기하 다. 

표   6  운   류 지령의 정의

Table 6 Current reference value of motor's operating point

운  정의 류 지령

구 분 토크@속도 Idref [A] Iqref [A]

운  #1
100N.m@

1,000RPM
-34.4 109.2

운  #2 35N.m@4,000RPM -107.4 31.2

       

(a) 운  #1        

(a) Operating point #1   

(b) 운  #2

(b) Operating point #2

그림 10 시간에 따른 운  별, 상당 쇄교자속 해석 결과 

( 구자석 온도는 60도 가정)

Fig. 10 Calculated flux linkage per phase at each operating 

point (60℃ PM temperature)

   

(a) 운  #1  

(a) Operating point #1 

(b) 운  #2

(b) Operating point #2

그림 11 구자석 온도에 따른 운  별, 고정자 철손 변화

Fig. 11 Calculated iron loss of stator core Vs. PM 

temperature at each operating point

그림 10은 운  #1과 운  #2에서의 상당 쇄교자속을 

해석한 결과로, 약계자 역인 운  #2에서 류 왜곡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구자석의 온도를 20도에서 

180도까지 가정하여, 해당 온도에서의 Br값  iHc값을 물성

치로 재입력한 후, 계산된 철손으로 온도에 증가에 따라 철

손이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약계자 류가 큰 운  #2에

서는 이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3.3 냉각 유로의 해석

냉각 채  형상에 따라 구분한 이스 A와 이스 B 형

상별 냉각 유로 해석은 상용 CFD 해석 툴인 Fluent를 이용

하여 수행되었다. 계산 시간을 최소화 하고, 열 등가 회로에 

한 류 열계수를 산출하기 해 체 해석 모델을 하

우징 부분과 등가 발열 부분으로 간략화시켜 모델링 한 후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2는 각 이스 별 냉각 유로 부

의 유동 흐름(유속)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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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스 A 형상의 유동 해석 결과    

(a) Case A  

        

(b) 이스 B 형상의 유동 해석 결과

(b) Case B 

그림 12 냉각 채  형상에 따른 CFD 해석 결과 비교       

Fig.  12 Calculated result of coolant flow using CFD        

그림 12(a)와 같이 Fin 구조를 가진 냉각 채 ( 이스 A)

이 유동 흐름 측면에서 동일한 발열랑이 인가되었을 때 높

은 열 달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b)와 

같이 Fin 구조가 없는 이스 B의 하우징일 경우, 유동 흐

름이 균일하지 못하고 정체 유동이 발생하여, 상 으로 

류에 의한 열 달 효과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

항의 측면에서 보면 류 열 달 계수와 면 이 함께 고려

되어 냉각 채 의 형상을 선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림 13과 같이 CFD해석을 통해 계산된 평균 류 열계수값

과 물성치, 형상, 온도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식 (11)과 같이 

열 항을 산정하 다.

  

 
                           (11)

Rthermal : 발열량  온도차에 의해 결정되는 열 항 

[℃/W]

Q : 발열량 [W]

T1 : 열유속 시작부의 온도 [℃]

T2 : 열유속 종단부의 온도 [℃]

   

(a) 이스 A 형상의 발열량에 따른 평균 h값 추이

(a) Case A    

 

(b) 이스 B 형상의 발열량에 따른 평균 h값 추이

(b) Case B

그림 13 냉각 채  형상에 따른 류 열 달 계수 h값 비교

Fig. 13 Thermal convection coefficient Vs. dissipated power

2.3.4 인자별 냉각 특성 해석 결과

하우징 형상  보빈 재질에 따른 냉각 특성은 표 6에 정

의된 운  별로 권선부 온도 해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그림 8에 정의된 Matlab/Simulink 모델을 통해 권선 온도의 

포화 시간을 7,200 로 가정하고 과도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4는 표 6에 정의된 운  별로 정의된 설계요소인 

보빈 재질 특성과 하우징의 냉각 채  구조에 따른 권선 온

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운  #1은 철손에 비해 동손이 

큰 운 이고, 운  #2는 약계자 제어로 인해 철손이 큰 

운 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14의 결과와 같이 하우징 형

상  보빈 재질에 따른 냉각 효과를 비교한 결과, 냉각 채

의 형상이 이스 A인 경우 이스 B에 비해 열 항이 

어 운  1번의 경우 1.1도, 2번의 경우 0.9도 정도의 온

도를 감시킬수 있다. 한, 보빈의 재질특성에 따른 효과

는 CoolPolymer사의 DS5120 재질을 용한 경우, PPA재질

에 비해 운  1번에서 7.7도 정도의 온도 감 효과가 발

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인 동기의 경

우, 냉각 채 의 형상 변경에 따른 효과보다 보빈 재질 변경

에 따른 효과가 상 으로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동기에 인가되는 발열량에 비례하므로, 출력이 커지는 

동기의 단시간 정격 운  시 온도 감효과가 더욱 커질 수 



Trans. KIEE. Vol. 61, No. 4, APR, 2012

집 권 방식 구자석 동기 동기의 냉각특성 개선에 한 연구                                                                    563

있음을 상할 수 있다. 해석 결과에 따라, 실제 동기의 냉

각 구조는 하우징 형상의 경우 이스 A를 채택하고, 보빈 

재질은 Coolpolymer사의 DS5120을 선정하여 제작하 다. 

(a) 보빈 재질  하우징 구조에 따른 권선온도(운  #1)

(a) Comparison between bobbin material and housing const. 

   for the winding temperature (operating point 1)

(b) 보빈 재질  하우징 구조에 따른 권선온도(운  #2)

(b) Comparison between bobbin material and housing const.

   for the winding temperature (operating point 2)

그림 14 운 에 따른 설계요소별 권선온도 해석 결과

Fig. 14 Calculated result of winding temperature for the 

different operating points

2.4 시험  검증

2.4.1 시험 장비의 구성

본 연구 상 동기의 냉각 성능을 분석하기 해서 그

림 15와 같이 다이나모 시험 장비를 이용하 다. 외부의 냉

각수는 냉각수 온도 제어기에 의해 일정한 온도  유량 조

건으로 제어되며, 다이나모를 통해 시험자가 원하는 운

을 고정하여 운 이 가능하다. 한, 운 에 정의된 토크 

지령은 구동 인버터에 의해 토크 제어되고, 권선 내부의 코

일 엔드부에 장착된 온도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 측정

이 가능해진다. 온도센서는 일본 세미텍사의 NTC 써미스터

를 이용하 다. 

    

(a) 다이나모에 장착된 시험 동기             

(a) Developed motor attached to the dynamo  

(b) 시험 장비의 주요 구성

(b) Major components of experimental setup

그림 15 시험장비의 구성

Fig. 15 Experimental setup for the operating test

2.4.2 손실의 보정

실제 제작된 인버터로 동기를 구동할 경우, 제어 기법

이나 회로 정수, 스 칭 주 수등의 향으로 인해 동기에 

인가되는 류는 고조  성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가 

류를 정 으로 가정한 경우에 해석한 철손 결과와 

PWM 스 칭을 고려한 실제 철손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6에서 정의된 운  별로 측정

한 실제 인가 류를 기 으로 철손을 재해석 후, 열등가 모

델에 입력하 다. 아래 그림 16은 운  #1로 동기를 구

동할 경우, 실제 측정한 상 류 형  이를 고조  성분으

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6(b)와 같이 PWM 스 칭 주 수의 짝수차에 해당

하는 고조  성분과 자속에서 발생된 고조  성분이 혼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실제 인가된 류 기 으로 

철손을 해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류 형이 정 이라고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 다. 비교 결과, 동일한 구자석 온

도 조건에서 운  #1의 경우, 고정자 철손이 73.3% 정도 

철손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약계자 류가 큰 

운  #2에서는 철손의 증가가 350%까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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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 류 측정 형 (운  #1)              

(a) Measurement of phase current waveform  

   

(b) 상 류의 고조  분석 결과

(b) Frequency component of phase current

그림 16 실제 동기 구동 시 측정된 상 류 (운  #1)

Fig. 16 Analysis of measured phase current at operating 

point 1

표  7 인가 류 형태에 따른 철손 비교 (자석온도 20도 

기 )

Table 7 Comparison between ideal and measured phase 

current waveform for the calculated iron loss at 

each operating point (20℃ PM temperature)

항 목
운  #1

정  류 실 류 증/감 비율

고정자 

철손[W]
75.3 130.5 73.3%↑

회 자 

철손[W]
7.4 11.9 60.8%↑

- 운  #2

고정자 

철손[W]
196.0 686.1 350%↑

회 자 

철손[W]
25.2 33.3 32%↑

2.4.3 시험결과 분석

실제 인가된 류 기 으로 재해석된 철손을 그림 8의 열 

등가회로 모델에 입력하여 계산된 코일 엔드부의 온도와 실

제 온도센서로 측정된 온도 시험값을 운  별로 그림 17

에 비교하 다. 

      

 (a) 운  #1에서의 코일 엔드부 온도 비교 

 (a) Operating point 1                       

     (b) 운  #2에서의 코일 엔드부 온도 비교

     (b) Operating point 2

그림 17 운  별 코일 엔드부의 해석치와 시험치 비교 

Fig. 17 Measured and calculated temperature of stator 

end-winding at each operating point

운  #1은 동손의 향이 철손보다 큰 운 으로, 시

험치가 해석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3,600  지 에서는 0.5

도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운  #2는 철손이 

동손보다 큰 운 으로 오히려 해석치가 실험치보다 7.4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으로는 

철손의 정확한 산정 여부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치(열

달율  비열)의 반  여부, 철심의 층에 따른 열 항 증

가, 코일 엔드에서 고정자 철심까지의 정확한 열 항 산정의 

어려움, 철손의 국부 인 분포 특성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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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 출력 도를 가지는 집 권 방식의 구

자석형 동기 동기를 상으로 수냉식 냉각 하우징의 형상 

구조와 코일의 연을 해 용된 보빈 재질의 도 열

달 계수값에 따른 냉각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러한 특

성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기 해 열 등가회로 기법을 

용하 으며, 수냉식 냉각 구조에 따른 류 열 달 계수 산

정의 정 도를 높이기 해 부분 으로 CFD 기법을 도입하

다. 해석 결과 다수의 평행 핀 구조를 가진 하우징 형상

이 효율 인 유동 흐름으로 인하여 높은 류 열 달 계수

를 가지며, 보빈의 도 열 달 계수가 높을수록 권선의 온

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냉각 성능 개선효과를 설계단계

에서 계산할 수 있었다. 최종 으로 제작된 동기를 다이

나모 시험을 통해 운  별로 측정된 코일 엔드부의 온도 

실험치와 해석치를 비교하 으며, 열 해석 시 실제 인가된 

류를 이용하여 고정자  회 자 철손을 재 계산함으로써 

열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향 후, 제어기 모델과 

동기 모델을 결합하여 PWM 스 칭을 고려한 인가 류

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함으로써 설계된 동기의 연속 

정격  과도 운  특성이 한지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해석 기법은 연속 정격과 최  정격의 사

용 시간에 한 정의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가

변속 구동 시스템의 설계 시 정격 만족 여부의 검증에 필요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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