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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IPMSM의 Water-cooling Jacket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Water-cooling Jacket Design of IPMSM for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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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basic design study of a water-cooling jacket, which have reported no cases for applying to 

railway traction motors so far, were conducted for applying to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for railway vehicles. The basic therm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110kW-class IPMSM was performed by using 

3-dimentional thermal equivalent network method. The necessary design requirements of the water-cooling jacket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basic thermal properties. Next, the thermal characteristics analysis technique was 

established by using the equivalent model of the solenoid-typed pipe to be installed on the inside of the water-cooling 

jacket for 110kW-class IPMSM. Finally, a design model of 6kW-class water-cooling jacket wa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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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견인 동기의 경우, 동기 내부의 온도 분포  열

 특성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견인 동기의 

고효율, 소형 경량화와 한 련이 있다. 특히 철도차량

의 경우, 견인 동기는 차상 설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고

효율화  소형 경량화가 필수 이다. 철도차량용 견인 동

기는 철도차량의 하부에 치한 차(Bogie)의 차축에 설치

된다. 철도 궤도 환경의 향으로 차량의 운  시 먼지가 

많이 날리게 되고, 이러한 운  환경 때문에 외부로부터 견

인 동기로 이물질의 출입을 원천 으로 막을 수 있는 폐

형 동기가 주로 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형 

동기는 열 으로 냉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

에 회 자에 구자석이 매입되는 구조를 갖는 구자석 동

기 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에 있어서는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과 같이, 견인 동기의 소형화/경량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장에서 IPMSM의 경쟁력을 갖기 해서는 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별도의 냉각장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견인 동기의 냉각방식은 냉매의 종류에 따라 

공랭식, 수냉  유냉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냉각 통로의 

열 방산의 형식에 따라 자유 통풍형, 외피표면 냉각형  입

출구  통풍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냉매의 이송방식에 따

라 온도차에 의한 자연 류를 이용하는 자냉형과 회 자 자

체의 작용에 의한 자력형  별도 장치에 의한 타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그림 1은 견인 동기의 냉각방식 분류를 

보여 다. 아직까지는 국내 철도차량용 견인 동기에 수냉

각방식이 용된 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철도차량 견인용 110kW  IPMSM에 타력 통풍형 방식 

 수냉각방식을 용할 것을 고려하 다. 먼  3차원 열등

가회로망법을 이용하여 110kW  IPMSM의 기본 인 열 특

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기본 인 열 특성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수냉각장치의 설계 요구사양을 도출하 다. 마

지막으로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의 다양

한 설계 라미터 분석을 통하여 6kW  Water-cooling 

Jacket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 다.

  (a) 자유 통풍형(공랭식)      (b) 외피표면냉각 자력형(공랭식) 

  (c) 타력 통풍형(공랭식)        (d) 타력 통풍형(수냉각식)

그림 1 견인 동기의 냉각방식 분류

Fig. 1 Classifications of cooling method for traction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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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 견인용 110kW  IPMSM의 

기본 열특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110kW  IPMSM의 열해석을 하여 집

정수법을 기반으로 동기의 반 인 온도 분포  열의 

흐름 등을 악하고, 열 등가회로망 상의 각 부분에서의 열

달 라미터  손실과 같은 열원 도출 시에는 분포정수

법을 이용하는 하이 리드 로세스를 용하 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고려된 110kW  IPMSM의 주요 사양  열원

으로 이용될 손실값을 보여 다[2].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용된 110kW  IPMSM 열해석 기법의 순서도  IPMSM

의 미소 제어체 을 고려한 3차원 열등가회로망을 보여 다

[3]. 표 2는 IPMSM 제어체 에 근거하여 형상과 재질을 고

려한 주요 열 달계수( 도/ 류 열 달계수)를 보여 다[4]. 

그림 3은 110kW  집 권 IPMSM의 정격운 (2400[rpm]) 

하에서 150분 동안의 과도 열해석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분 동안의 운 으로도 IPMSM의 

각 부분의 온도가 포화가 되지 않고 여 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계된 110kW  IPMSM의 경우, 

권선방식이 집 권이며 냉각방식이 고려가 되지 않은 폐

형 모델의 IPMSM이며, IPMSM 내부에서 발생된 열을 외

부로 강제 으로 배출할 수 있는 채 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110kW  IPMSM의 주요 사양

Table 1 Main specifications of 110kW-class IPMSM

항목 값 단

슬롯수 / 극수 9 / 6 -

IPMSM 크기 직경 316 / 높이 280 mm

평균 토크 (2400/6000rpm) 433.3 / 142.3 Nm

철손 (2400/6000rpm) 1.245 / 1.768 kW

구자석 와 류손 (2400/6000rpm) 0.238 / 3.010 kW

동손 (2400/6000rpm) 1.052 / 1.052 kW

출력 (2400/6000rpm) 110 / 89 kW

그림 2 110kW  IPMSM 열해석 개념

Fig. 2 Concept of thermal analysis of IPMSM

표 2 110kW  IPMSM의 주요 열 달계수

Table 2 Main thermal transfer coefficient of 110kW-class IPMSM

항 목 열 달계수

[W/m
2
℃]구성품 재질

임 Al6061 167

고정자(Radial) Si-steel (S08) 25

고정자(Axial) Si-steel (S08) 1.75

코일 Copper 398

회 자 Si-steel (S08) 25

구자석 NdFeB(N38EH) 7.6

샤 트 Iron 50

임 지그 SUS304 16

공극 65.04

임 ⟶ 내부 공기 10

고정자 요크 ⟶ 내부 공기 10

고정자 슈 ⟶ 내부 공기 20

엔드 코일 ⟶ 내부 공기 15

회 자 ⟶ 내부 공기 20

구자석 ⟶ 내부 공기 20

샤 트 ⟶ 내부 공기 10

임 ⟶ 외부 공기 100

샤 트 ⟶ 외부 공기 17

그림 3 110kW  IPMSM 모델의 온도상승 특성(2400rpm)

Fig. 3 Temperature rising properties of 110kW IPMSM 

model (2400rpm)

3. IPMSM용 Water-cooling Jacket 열해석  

설계 기법 연구

3.1 등가 파이프 모델 내부의 유체 유동 및 열전달 특성

IPMSM용 Water-cooling Jacket 설계에 앞서서, Water- 

cooling Jacket용 등가 이  모델 내부에서의 유체의 유동 

특성  열 달 특성을 분석하기 한 이론을 먼  정리하

고자 한다. 일단 본 논문에서는 수냉각을 한 이 의 단

면 형상은 원형만을 고려하 다[5][6]. 이  안에의 유동에

서 Vm은 유체의 평균속도이다. 단면에서의 평균 온도 Tm은 

유체 단면에서 평균온도로 볼 수 있다. 평균속도 Vm은 일정

하지만 평균온도 Tm은 유체가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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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균일한 표면온도의 경우 이 에서의 평균 유체온

도의 변화

Fig. 4 Variations of the average fluid temperature in the 

pipe on the condition of uniform surface temperature

를 따라 변한다. 따라서 이 에서 정상유동일 때 유체로

의 열 달량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이 의 입구와 출구에서 Ti와 Te는 평균 유체온

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표면의 조건으로 표면온도가 

일정(Ts=일정)하다고 근사시켰으며, 열 달률은 식 (2)와 같으

며, 이때 이 의 출구에서 평균 유체온도는 식 (3)과 같다.

∆ln                     (2)

    
               (3)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체와 표면사이의 온도차이

는 유동방향으로 지수 으로 감소하고, 감소량은 식 (3)의 

지수의 크기에 의존한다. 이 무차원 매개변수는 달단 수

라 불리어지고, NTU라 표기되는 열 달 시스템 성능의 척

도이다. NTU>5 인 경우에 유체의 출구온도는 거의 표면온

도와 동일하게 되어 Te≈Ts가 성립한다[7]. 길이가 L인 

이 에서 유체가 흐르는 동안 압력강하는 식 (4)와 같으며, 

여기서 f는 마찰계수, D는 이 의 지름이다. 특정한 압력

강하 ∆P을 극복하기 해 필요한 펌 동력은 식 (5)를 이

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며, V는 이 를 지나는 체 유량이

다.

∆






                  (4)


∆

∆
               (5)

그림 5는 이  유동에서 유동방향으로 마찰계수와 류

열 달계수의 변화 특성을 보여 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찰인자와 열 달계수는 경계층의 두께가 0인 이  

입구에서 더 높고, 완  발달된 값으로 차 으로 감소한

다. 따라서 압력강하와 열유속은 의 입구에서 더 높고, 입

구 역의 효과로 체 이 에서 평균 마찰계수와 열 달

계수를 향상시키지만 긴 이 에서는 무시할 만하다. 원형 

이 에서 유체역학 으로  열 으로 발달 인 층류유동

에 하여 평균 Nu(Nusselt)수는 다음 식 (6)과 같이 주어

지며, 매끈한 원형 이 에서 완  발달된 난류유동의 마찰

인자 f와 Nu수에 한 계식은 식 (7), 식 (8)과 같다. 


 




 



Pr        (6)

 ln  ≤≤×       (7)

 Pr 
Pr  ≤Pr≤

≤≤×   (8)

그림 5 이 에서 유동방향으로 마찰계수와 류열 달계

수의 변화(Pr>1)

Fig. 5 Variations in the friction and convection thermal 

transfer coefficients to the flow direction in the 

pipe (Pr>1)

3.2 Water-cooling Jacket 설계 모델  열 달 특성 

도출

본 논문에서는 110kW  IPMSM용 냉각장치로써 고정자 

코어 외면을 감싸는 구조인 솔 노이드 타입의 이  구조

를 갖는 Water-cooling Jacket를 검토하 으며, 내부 이

의 구조에 따라 1 채  타입과 2 채  타입의 Water-cooling 

Jacket를 검토하 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고려한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의 형상을 보여 다. 

Water-cooling Jacket용 이  내부에서의 유체 유동  

열 달 특성을 분석하기 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8].

i) Water-cooling Jacket 내부에 치한 이 의 주변온

도는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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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의 내부 표면은 매끄럽다.

iii) 이  내부에서의 유속은 치에 계없이 일정하다.

(a) 2채  솔 노이드 타입 

    

(b) 1 채  솔 노이드 타입

그림 6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

Fig. 6 Water-cooling Jacket models for 110kW-class 

IPMSM

표 3은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의 기본 

사양을 보여 다. 이  재질은 열 도도가 높은 구리이며, 

이 의 총 길이는 8.8[m]로 1 채  모델과 2 채  모델을 

검토하 다.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의 체 평균온도인 47.5[℃]

에서의 물성치를 표 4에 정리하 다. 그림 7은 Water-cooling 

Jacket 내부에 치한 이  내부에서 냉각수의 유속 변화

에 따른 각 특성 라미터의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그림 

7(a)는 Nusselt 수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 의 직경이 커

질수록 느린 유속에서도 난류가 발생되며, 이 의 길이와 

계없이 이 의 직경이 동일하면 Nusselt 수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b)는 냉각수의 출구 온도 변화를 보

여주며, 이 의 주변 온도가 75[℃]이므로 냉각수의 출구 

온도도 75[℃] 근처에 도달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냉각수의 

열흡수량 증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이

 내부에서의 유동은 난류일 경우가 가장 효과 이나, 이

의 열흡수 요구량  냉각수 순환용 펌 의 용량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그림 7(c)는 NTU의 변화를 보여

다. NTU는 달단 수라고도 하며, 열 달 시스템의 성능

의 척도이다. 일반 으로 NTU>5 인 시스템의 경우, 열 달

의 한계 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c)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의 길이가 짧거나 직경이 클수록 NTU<5 

인 시스템으로 설계가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d)

는 냉각수의 열흡수율의 변화를 보여주며, 모델 1은 이  

2개의 채 에서의 냉각수의 열흡수율을 합한 값이며, 모델 2

는 이  채  1개에서의 냉각수의 열흡수율 값이다. 그림 

7(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의 직경이 클수록 냉각수의 

열흡수율이 높아지며, 긴 채 의 이  1개를 이용하는 것

이 짧은 채 의 이  2개를 이용하는 것보다 냉각수의 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의 

직경이 커질수록 냉각수의 유속의 작은 변화에도 열흡수율

의 변화율이 커지며, 냉각수의 유동이 난류인 역에서의 열

흡수율이 격히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110kW  IPMSM의 기계  손실을 제외한 자기  손실에 

의한 열 발생량의 총합은 최고속도인 6000rpm에서 약 

5.83[kW] 이므로, Water-cooling Jacket의 열흡수량을 

6[kW]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냉각수 순환을 한 펌

의 요구 용량과도 계가 있는 부분이므로 경제 인 측면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9][10]. 결국 Water-cooling Jacket

의 이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의 속도가 0.35[m/s
2
]일 때 

이 의 압력강하는 2023[N/m
2
]이며, 이  내부의 마찰

을 이기기 해서는 어도 56[W] 이상의 펌  동력이 필

요하겠다. 따라서 상기의 결과를 토 로 110kW  IPMSM

용 Water-cooling Jacket의 설계 모델을 도출하 으며, 표 5

에 정리하 다.

표 3 Water-cooling Jacket의 기본사양

Table 3 Specifications of Water-cooling Jacket

항 목 모델 I 모델 II 단

이  재질 Copper Copper -

임 재질 AL6061 AL6061 -

총 이  길이 4.4x2EA
(2 채 )

8.8
(1 채 )

m

이  직경 5∼10 5∼10 mm

냉각수 입구온도 20 20 ℃

이  주변 온도 75 75 ℃

표 4 냉각수의 물성치 (47.5℃)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cooling water

항 목 값 단

도 988 Kg/m
3

일정 압력하에서의 비열 4177 J/kg℃

열 달률 0.642 W/m℃

Pr(Prandtl) 계수 3.75 -

비체 6.62E-7 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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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수 변화 특성                    

(b) 출구온도 변화 특성

(c) NTU 변화 특성

(d) 열 흡수량 변화 특성

그림 7 이  내부 냉각수의 유속변화에 따른 특성 라미

터 분석 결과

Fig. 7 Analysis results of characteristic parameters by flow 

velocity increasing on the inside of the pipe

표 5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의 설계 결

과

Table 5 Design results of Water-cooling Jacket for 

110kW-class IPMSM

설계 항목 결과 단

형식 Model 2(1 채 ) -

이  길이 8.8 m

이  직경 10 mm

유속 제한 0.35 m/s

유량 1.65 l/min

냉각수 입구온도 20 ℃

NTU 제한 5 -

냉각수 출구온도 75 ℃

열 흡수량 제한 6 kW

이 의 압력 강하 2023 N/m2

펌  동력 56 W

5. 결  론

최근 철도차량용 견인 동기의 고효율화  소형 경량화에 

한 심이 커져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철

도차량용 견인 동기에 용된 가 없는 Water-cooling 

jacket을 IPMSM에 용하기 한 Water-cooling Jacket 기

본 설계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철도차량 견인용 

110kW  IPMSM에 하여 먼  3차원 열등가회로망법을 

이용하여 IPMSM의 기본 인 열 특성 분석을 수행하 으

며, 기본 인 열 특성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Water-cooling Jacket의 설계 요구사양을 도출하 다. 다음

으로 110kW  IPMSM용 Water-cooling Jacket의 내부에 

설치될 솔 노이드 타입의 이 에 한 등가 이  모델

을 이용한 열특성 분석 기법을 정립하고, 다양한 설계 라

미터 분석을 통하여 6kW  Water-cooling Jacket의 기본 

설계 모델을 도출하 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6kW  Water-cooling Jacket 모델을 110kW  IPMSM 시

제품에 용하여 IPMSM 구동 의 열 특성 분석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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