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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uter rotor type in-wheel Blushless DC Motor(BLDCM) for  three-wheeled electric vehicle is researched. 

In-wheel system is to drive the electric vehicle without mechanical transmission, shaft, differential gears or other 

mechanical system. The motor is designed considering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drive modes of the vehicle.  

The determined dimensions as well as the slot and rotor pole are simulated by magnetic and therm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nsys workbench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heating of the motor.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motor, the experiment tests are executed and satisfy well th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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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은 매년  세계 석유 에 지의 30%이상을 

소비하며 배기가스에 의한 기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

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최근 국이

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석유소비량 한 격히 늘고 

있어 석유에 지 고갈과 기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가 갈수

록 심화되어 진다[2]. 따라서, 석유에 지의 고갈에 의한 가

격상승, 기 오염에 의한 환경문제 등으로 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3-4]. 기자

동차는 차륜의 힘을 동기에서 얻기 때문에 동기는 기

자동차의 구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부품 의 하

나이다. 인-휠 동기는 차륜의 휠 안에 장착된 동기로 

구동력을 직 으로 얻게 함으로서 트랜스미션, 디퍼 셜 

기어, 샤 트 등 구동계 시스템 체를 제거하게 된다[5]. 순 

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완 히 기 에

지로 체할 수 있으며, 구동력을 순수하게 기 모터에서만 

얻으므로 가장 앞선 기자동차이다. 하지만 사륜 기 자

동차는 베터리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고, 차량 수에 따

르는 충   주차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  문제

가 되며, 이륜 기 자동차는 안 성에 한 문제가 심각하

다. 기존의 사륜자동차의 80% 이상이 혼자 탑승하거나 두 

사람이하만 탑승하고 있다[6]. 삼륜 기 자동차는 경제성과 

안 성을 고려한 차량이다. 그림 1은 외 형 인-휠 BLDCM

을 채용한 삼륜 기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외 형 인-휠 BLDCM을 채용한 삼륜 기자동차 

Fig. 1 Three-wheeled EV with outer-rotor type BLDCM

  제안된 외 형 인-휠 BLDCM을 개발하기 한 삼륜 기

자동차의 요구 사양  성능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은 폭, 고, 장이다. 이것은 견인력을 얻

을 때 각각의 변수를 고려하는데 포함되어져야 할 변수이

다. 그리고 기 자동차의 요한 문제   하나가 등 성

능이다. 등 각에 따라서 동기의 크기와 성능에 큰 변수

가 된다. 제안된 동기는 외 형 인-휠로 감속기를 사용하

지 않으므로 높은 토크특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다 더 효

율 인 토크를 얻기 해 토크를 삼륜 기 자동차의 후륜 

두 개의 휠에 외 형 BLDCM을 용하 다. 외 형 인-휠 

BLDCM은 낮은 속도에서 고토크 출력이 가능하며, 러쉬

(brush)  정류자(commutator)가 없어 유지보수  신뢰성

이 높은 장 이 있다. 이로 인하여, 가정용, 산업용등으로 그 

용 범 가  법 하다[7]. 제안된 동기 설계시 시행착

오를 최소화하기 해서 기 자동차의 주요지표인 주행조건

을 고려하 다. 삼륜 기 자동차의 외 형 인-휠 BLDCM

은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과 인-휠 동기 

개발시 문제   하나인 방열해석을 통해 그 성능과 특성

을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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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Value Classification Value

Length 1790[mm] Weight 400[kg]

Width 680[mm] Maximum Speed 60[km/h]

Height 1490[mm] Tire(Front/Rear) 165/65 R12

Ground Clearance 140[mm]  Motor BLDCM

Tread(Front/Rear) 460[mm] Battery 48[v]

Hill-Climbing Ability 20% Charger 220V(60Hz)

표 1 삼륜 기 자동차 요구 성능

Table 1 three-wheeled Electric vehicle performance criteria

2. 외 형 인-휠 BLDCM의 설계

2.1 물리  제한

  제안된 동기는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휠의 구조 

 크기에 따라서 동기의 크기가 제한된다. 제한된 휠 구

조에 의해 동기의 스택이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 각 휠당 

토크의 크기는 휠에 의해서 제한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

용되어지는 휠의 크기는 165/65 R12로 휠의 지름은 

12[Inch]다. 그리고 회 자의 지름은 330[mm]이내로 제한된

다. 한, 동기의 스택 길이는 휠의 폭 165[mm]이내로 제

한되며, 그림 2는 제안된 동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삼륜 기 자동차용 외 형 BLDCM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outer rotor type in-wheel BLDCM 

    

제안된 동기의 구조는 론트 커버, 에어 이트, 

이크 드럼, 마그넷, 회 자 코어, 리어 커버, 고정자커버, 

샤 트로 구성되어 있다. 

2.2 운 성능에 따른 용량 선정

  삼륜 기 자동차의 최  속도는 60[km/h]이고, 체 무

게는 400[kg]이다. 제안된 동기는 직 구동방식으로 감속

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감속기가 없기 때문에 기계 인 손

실이 없고, 각 휠 마다 효율 인 차륜의 동력을 얻는다. 휠

은 자동차의 무게에 비해 작으므로 바퀴의 무게, 바퀴의 요

잉, 핏칭 그리고 롤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3은 자동차

의 용량을 모델링하기 해 견인력에 한 식을 도출하기 

한 주행부하 그림이다. 견인력은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써, 구동 바퀴를 통해 지면으로 달된다. 타이

어에 작용하는 힘은 구동 항력 , 가감속력 , 구동력

로 구분 된다. 구동력은 식(1)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가감속력은 ()가 양의 값을 가지면 가속을 의

미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감속을 의미한다. 구동 항력

()은 구름 항력( )과 공기 항력(), 등  항력()

으로 구분된다. 구동력에 의해 결정되는 토크는 참고문헌[8]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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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행 부하

Fig. 3 Driving Load

  그림 4는 제안된 동기를 개발하기 한 요구 성능을 보여

다.

그림 4 동기 특성 곡선

Fig. 4 Motor Characteristic Curves 

  제안된 동기의 최 토크는 139[Nm], 정격토크는 28[Nm]로 

높은 토크를 요구한다. 외 형 인-휠의 장 을 후륜의 두 개의 

바퀴에 용함으로 효율 인 토크를 얻도록 동기를 설계하

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은 후륜의 1 의 동기에 하여 시

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5 FUDS(FTP-72)의 운 모드

Fig. 5 Driving Mode of FUDS(FT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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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삼륜 기 자동차의 주행거리 모델링

  기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주요한 지표이다. 국내에서 자

동차의 연비효율을 평가하는 표 인 운 모드로는 FUDS 

(FTP-72)가 있으며 시간별 구동되는 속도특성이 그림 5와 

같다. 이 사이클의 시험시간은 1400 이며, 매 마다 실제 

주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구간에 맞는 부하를 임의로 주어 

시뮬 이션을 수행하게 된다[9].

그림 6은 FUDS 운 모드에서의 토크와 속도 구간별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데, 28[Nm]와 600[RPM]에서 가장 빈번하게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행시 600[RPM]구간 

28[Nm]에서 가장 빈번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

계시 이 구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동기를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FUDS 모드에서 속도-토크의 사용빈도

Fig. 6 Frequency of usage of speed-torque at FUDS mode

  그림 7과 8 그리고 9, 10은 각각 FUDS의 운 모드에서 

주행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기의 속도, 토크 구간, 

기 삼륜 자동차의 속도, 에 지소비량을 나타낸다. 이 그

림들은 그림 6에서 토크  속도의 사용 범 가 큰 구간을 

보여 다.

그림 7 FUDS에서 동기 속도의 사용빈도

Fig. 7 Frequency of usage of motor speed at FUDS mode

  FUDS의 운 모드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에 지 소비와 

동기의 속도, 토크 해석으로부터 동기의 정격 토크와 속

도는 615[RPM]일 때, 27[Nm]이다. 즉, 삼륜 기 자동차용 

인-휠 BLDCM이 가장 많이 구동되는 으로 동기 제작

시 이 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행시 견인

력 동기의 최 효율을 얻기 해서 에 지 소비빈도를 보

면 사용빈도가 높은 구간과 안정 인 주행속도 구간을 고려

한다. 사용빈도가 높은 구간과 안정 인 주행속도 구간 역

시, 동기의 속도 615[RPM]에서 토크 27[Nm] 지 인 

1.8[kW]가 하다.

그림 8 FUDS에서 동기 토크의 사용빈도

Fig. 8 Frequency of usage of motor torque at FUDS mode

 

그림 9 FUDS에서 삼륜 기자동차의 속도빈도

Fig. 9 Frequency of usage of EV speed at FUDS mode

                                    

그림 10 에 지 수요표

Fig. 10 Energy cunsumption schedule

2.4 삼륜 기 자동차 BLDCM의 기  설계

  효율 인 동기 설계를 해서 2.2 과 2.3 에서 삼륜 

기 자동차용 외 형 인-휠 BLDCM이 구동하기 해서 필

요한 견인력과 효율 을 찾았다. 이 견인력과 효율 을 고

려하여 설계하면, 정격 1.8kW  삼륜 기 자동차 구동용  

BLDCM의 장하비는 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량과 기

자 권선에서 발생시키는 기자력의 비로 교류 상기의 경우 

식 (2)과 같이 주어진다[10-12]. 







                   (2)

  여기서, 은 장하비, 는 공극자속 도, 는 극수, 는 

도체수, 는 권선계수, 는 기자 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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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상기의 동기의 발생토크는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3)

  여기서, 는 정격토크, 는 무부하 토크이다. 식(3)을 

장하비로 나타내는 식(2)에 입하면 다음 식 (4)를 얻을 수 

있다.

 




              (4)

이 식을 1극의 자속 에 해서 풀어 상수 값을 계산하면, 식 

(5)와 같다.

 


                    (5)

  

한 이상 인 무부하시의 회 속도와의 계로부터 식

(6)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or  
 

                 (6)

그리고 역기 력 상수를 사용해서 표 하면 식(7)이 된다.

 


  


  (7)

  이러한 계식으로부터 기자 1상의 유효 직렬권선은 다음

과 같이 식 (8)로부터 계산되어 질 수 있다.

   


                       (8)

여기서 권선계수는 다음 식 (9)와 같다.




                                  (9)

(단,    )

1상의 슬롯상의 도체수는 슬롯의 수를 이라 하면 식

(10)과 같다.

 


    (10)

따라서, 권선수는 다음 식(11)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11)

  이와 같이 결정된 권선 와 자속 와의 곱은 기자 1상

에 한 유효 직렬권선 수에 한 식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한 극의 자속은 식 (12)와 같다.

 


     


    (12)

  의 식들을 용하여 설계된 정격 1.8kW  기 삼륜 

자동차용 외 형 BLDCM의 구조  설계 사양은 표 2와 

같다.

Paraneter Value Parameter Value

Dia. Outer Rotor 160[mm] Voltage 48[v]

Turn Number/ph 80[Turn] Motor Weight 18[kg]

Rotor pole 16[Pole] Rated Current 42.5[A]

Max. Torque 139[RPM] Max. Current 90[A]

Max. Power 3[kW] Rated Power 1.8[kW]

표 2 제안된 외 형 BLDCM의 설계값

Table 2 Design of Proposed outer-rotor type BLDCM

2.5 유한요소해석

 표 3은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한 기본 조건을 나타내

고 있다. 일반 으로 유한요소해석에서는 해석시간을 약

하기 하여 칭모델이 사용되어진다. 제안된 동기의 특

성을 해석하기 해서 Flux 2D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된 동기는 회 자 16극 고정자 슬롯 36

극이다. 제안된 동기의 최  토크는 류가 90[A]일 때, 

139[Nm]이다. 한 슬롯의 턴 수는 상 당 80[Turn]이다. 본 

연구에서도 Flux 2D의 유한요소해석 수행시 해석시간을 

약하기 하여 조건에서 1/4 칭모델을 사용하여 제안된 

동기의 특성을 해석하 다.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Dia. Outer Rotor 160[mm] Rotor pole 16[Pole]

Turn Number/ph 80[Turn] Phase Number 3-Phase

Laminate 60[mm] Current limit 90[A]

Permanent 
magnet

Nd-Fe-B
(N35H) Air-gap 2.5[mm]

Max. magnetic 
flux density 0.75T Symmetric 

model 1/4

표 3 유한요소해석을 한 기본 조건

Table 3 A fundamental condition for FEA 

  그림 11은 표 3의 조건에 따라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회 자 치에 따른 부

분별 자속 도를 나타낸다. 제안된 동기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공극 자속 도는 0.7[T]~0.85[T]이며, 동기의 구동구

간에서 자속 도는 0.75[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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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한요소해석 1/4 칭모델

Fig. 11 FEA 1/4 symmetry model

  그림 12는 자속 포화유무를 확인을 해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여자된 상에 따라 정렬 치와 오버랩 치에서의 

자기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렬 치와 오버랩 치에서의 

자기분포 결과는 이론과 일 되며, 토크 생성이 가능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2 1/4 칭모델의 자속 벡터도

Fig. 12 Flux vector diagram of 1/4 symmetry model

  그림 13은 코깅토크를 보여주고 있다. 코깅토크는 

BLDCM 설계시 요하다. 코깅토크는 진동  소음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부분 

 하나이다. 여기서, 코깅토크의 peak to peak는 1.76[Nm]

이고 최 속도 토크는 18.56[Nm]이다. 출력 토크 평균값은 

22.38[Nm]이고 토크 리  peak to peak는 13.87[Nm]로 

61[%]이며, 이때의 효율은 86[%]이다.

그림 13 코깅 토크

Fig. 13 Cogging torque

2.6 열 특성해석

  인-휠 동기에서 주요 문제 으로 지 되는 방열에 한 

고찰을 Ansys work Bench를 이용한 열 도해석을 2차원 

 3차원으로 FEM해석기법을 수행하여 설계된 모델의 효

용성을 검증하 다. 동손이 모터의 온도상승에 미치는 향

과 방열허 를 통하여 방열되는 상을 직  측정하기 어려

우므로 열 특성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모터 구동 시 통

되는 류와 코일의 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이 고정자 

슬롯 면을 통하여 방열허 로 열이 달되어 정상상태에 도

달할 경우에 하여 해석 하 다. 열 달 해석 종류는 복사, 

류, 도  복사는 무시하고 도와 류에 의한 열 달

을 고려하 다. 해석의 상은 고정자와 방열허 로 한정하

고 경계조건으로 기의 온도를 17.5[°C]로 하 다. 슬롯

에서의 Heart flux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산정하여 입력하

다. 그리드 생성은 그리드 간격을 5[mm]로 설정하여 총 

그리드 수가 282,454개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요소의 수는 

163,002가 형성되었다.

Paraneter Value Parameter Value

RLC 
Frequence

10[kHz] Voltage 48[v]

Max. Current 90[A] Motor Resis. 1.0[Ω]

Heat flux 104585[W/] Slot/Current 3.125[A]

Slot/Avr.
Copper loss

312.5[W]
Slot/Copper 

loss
468.75[W]

표 4 열 유동설정

Table 4 Heat flux set-up

  그림 14는 표 3과 같은 조건으로 열 해석을 수행한 결과 

고정자에서의 최고온도는 53[°C]이내이므로 고정자에서 동

손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을 방열허 를 통하여 배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 3차원 구조해석  방열해석 

Fig. 14 3-dimension Structure and radiant hea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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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 형 인-휠 BLDCM의 실험  결과

  앞에서 기  설계된 결과에 의해서 제안된 동기를 제작하

으며, 그림 15는 제작된 외 형 인-휠 BLDCM을 보여 다. 

그림 15 삼륜 기 자동차용 외 형 인-휠 BLDCM 

Fig. 15 Outer-rotor type in-wheel BLDCM 

  그림 16은 제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동기를 구

동하기 해서 력변환기와 제어기가 필요하다. 

그림 16 력변환장치   제어기 

Fig. 16 Power converter and controller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력변환기는 동기구동을 목 으

로 IGBT 모듈형태, 즉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의 소

자를 사용하 다. 선정된 IPM은 독일의 세미크론 제품이다.  

  세미크론은 타사의 비해 가격이 상 으로 높으나 최근 

자동차, 고속철도, 태양 , 풍력발  등의 력 시스템을 

안정 으로 제어하는데 리 이용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

은 제품으로 개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사용되었다. 제

어기는 가형 DSPIC을 사용하 다. 

  제작된 동기의 특성을 검증하기 하여  programming을 

한 monitoring pc, controller, 제안된 in-wheel BLDCM, 

thermometer, dynamometer등을 사용하 으며, 이를 그림 17

에서 보여 다. 제작된 동기의 기본 특성시험과 함께 발열 

특성 측정시험, 두 가지의 특성시험을 병행하여 실험하 다. 

그림 17 다이나모  발열 특성시험 

Fig. 17 Dynamo and pyrexia test

  그림 18은 제안된 동기의 특성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제안된 동기의 최  출력이 약 3[kW]이고, 이때, 최  

토크는 139[Nm]이다. 제안된 동기의 시뮬 이션 수행시 

속도 615[RPM]에서 토크 27[Nm]이다. 

 

그림 18 외 형 인-휠 BLDCM의 성능     

Fig. 18 Performance of outer-rotor type in-wheel BLDCM 

  시뮬 이션  기  설계를 통하여 제작된 동기의 실험결

과는 제안된 동기의 속도 615[RPM]에서 정격토크가 27[Nm]

일 때, 효율이 89[%]로 구동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그림 19는 발열 특성시험 결과이다. 온도 포화 시험 결과 

시험  BLDCM의 온도는 17.5[°C]이고, 시험  제어기의 

온도는 19.6[°C]이다. 35[A], 57[A]로 연속 운 하 으며 

35[A]의 경우 180[min.]으로 수행하 을 때 30[min.]의 온도 

변화량이 1[°C]를 만족하 으며, 57[A]의 경우에는 240[min.]

으로 운 하 을 때 30[min.]의 온도 변화량이 1[°C]를 만족

하 다. 

(a) 

(b) 

그림 19 발열 특성시험. 연속 운 시 모터 온도 변환 (a) 

35[A] 180[min.], (b) 57[A] 240[min.] 

Fig. 19 Temperature change of motor for continuous 

operation (a) 34[A], 180[min.], (b) 57[A], 24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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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외 형 인-휠 BLDCM을 개발하 다. 외

형 인-휠 BLDCM은 낮은 속도에서 높은 토크를 요구하므

로, 인-휠의 공간  장 을 사용하여 후륜의 두 개의 바퀴

에 토크를 분활하여 효율 으로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설계하 다. 그리고 기자동차의 주행 조건, 에 지 

소비량을 고려하 다. 제안된 동기 설계시 토크리 을 발

생시키는 요소 의 하나인 코깅토크를 계산하고, 선정된 코

깅토크 값은 FEA를 통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외 형 

인-휠의 주요 문제 으로 지 되는 발열에 한 고찰은 

Ansys work Bench를 이용한 열 도해석을 통해 설계된 모

델의 효용성을 검증하 다. 시뮬 이션으로 검증한 제안된 

동기를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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