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85 -

1. 서론

전기자동차의 구동 모터 소형화 및 고출력 모터를 가지는

차량이 출시되면서 높은 효율을 위한 모터의 냉각 중요성이

증가하고있다. 전기자동차모터의냉각방식은크게유랭식

과 수랭식이 있으며, 이 중 수랭식은 하우징에 냉각 유로가

설계되어 모터를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다[1]. 본 연구

는 수랭식의 나선형 유로 크기에 따른 압력강하와 냉각성능

을 비교 연구하였다.

2. 해석 방법

본 연구는 125kW 출력의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정상 상태
로수행하였다[2]. ANSYS MOTOR-CAD를사용하여전자기-
열 커플링 해석을 통해 모터의 발열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발열량은 ANSYS Fluent를사용하여모터하우징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해석 결과 유로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압력강하 및 냉각성

능이 증가하였다. 유로 간격을 고려하여 너비를 감소시킬수

록 냉각성능은 향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압력강하도 증가하

였다.

[그림 1] 모터 형상

4. 결론

본연구는전기자동차용모터의냉각방식중수랭식의유

로크기에따른냉각성능및압력강하에대한수치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나선형유로의크기가감소할수록압력강하및냉각성능

전기자동차용 수랭식 구동 모터의 나선형 유로 크기에
따른 압력강하 및 냉각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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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자동차용 구동 모터의 소형화 및 고출력으로 인해 발열량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모터 냉각
방식 중 하나인 수랭식의 유로 크기에 따른 압력강하 손실과 냉각성능을 비교하였다. 전자기-열 커플링 해석을 통해
모터의손실을계산하였으며 CFD를통해유동해석을수행하였다. 해석결과유로의크기가작을수록압력강하가증가
하게 되며 냉각성능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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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다.

2. 나선형유로의너비는유로간격이감소할수록압력강하

와 냉각성능이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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