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전문석사 학위 연구보고서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 개선을 

통한 냉각 성능 향상 방안 연구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응용공학전공

박 당 희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 개선을 

통한 냉각 성능 향상 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민  수

이 프로젝트 리포트를 공학전문석사 학위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응용공학전공

박  당  희

박당희의 공학전문석사 학위연구보고서를 인준함

2020년  2월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i

초 록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

적 과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1회 충전 주행거리

(AER, All Electric Range)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ER은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클수록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고전압 배터리의 온도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전압 배터리의 전기 화학적 특징에 의해 상온 (1

5℃～35℃)에서 내부 저항이 최소가 되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AER 향상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열관리

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열관리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량의 냉각 성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공기와 직

접 열 교환을 수행하는 부품인 라디에이터로 많은 공기들이 유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차량 전면

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범퍼 홀의 면적을 증대시킬 경우 차량의

주행 저항이 증가하여 AER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실제 거의 모든 전기 자동차의 차량 전면 라디에이터 그

릴과 범퍼 부분은 막혀 있다. 즉, 전기 자동차의 AER 증대를 위해

서는 차량의 냉각 성능 및 공력 성능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냉각

성능을 위한 유동 유입 홀의 증대는 공기 저항을 증대 시키는 원

인이 되므로 냉각 성능과 공력 성능은 상충 관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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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능 개선을 위한 외부 공기의 유입

량 증대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의 한계적 상황을 차

량 전면의 냉각홀 증대 없이 유입 유동의 효율화를 통해 개선함으

로써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 자동차의 차량 전면 부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구성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을 정의

하였다. 또, 새로운 개념의 유입 유동 시스템의 기능을 유입 유동

의 효율화를 통한 차량의 냉각 성능 개선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

향을 주는 성능 개선 인자를 도출함으로써 EV 유입 유동 시스템

이 유동 효율화라는 주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의 성능 개선 시스템

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이를 위해 트리즈 기법(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 Russia)을 활용하여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구조 및 기

능 분석을 실시하였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활

용하여 베이스 차량의 유동 해석 및 가시화를 통한 시스템 내부

및 외부 인자를 선정하고 개별 인자들에 대한 성능 영향 도를 확

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입 유동의 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내부 인자 및 외부 인자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 적용을 위한 시스템 컨셉 모델을 제

안할 수 있었고 제안된 모델에 대한 해석 및 시험 검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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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유입 유동 시스템을 통한 유동 효율화가 차량의 냉각 성능 개

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력 성능의 개선에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 EV 유입 유동 효율화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차량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본 연구의 새로운 접근

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차량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모델의 제안으로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EV 차량의 보급 확대와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 새로운 기

술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전기 자동차, 냉각, 유입 유동 시스템, CFD, 해석, 시험

학 번 : 2018-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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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지난 19년 1월 환경부 주최 한국 환경 공단 주관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 설명회가 있었다. 정부 차원의 제반 시설 구축과 보조

금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의 경우 2018년 770기 설치 대비 56% 증가한

1,200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발표로 본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

또한, BNEF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발표한

Electric Vehicle Outlook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전체

승용차 판매의 57%가 전기차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2]

[그림 1-1] BNEF의 EV 차량 시장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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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기 자동차의 주

행거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핵심 성능인 1회 충전 주행거리(이하 AER,

All Electric Range)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 냉각 성능을 바탕으로 통합 열관리 또는 전기 자동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기 자동차 AER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차량의 중량, 제

원, 디자인, 공력, 타이어 마찰계수와 배터리 용량 등 많은 요소들

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과

차량의 냉각 성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차량의 재료비와 중량의 한계로 추가적

개선이 어려운 반면, 차량의 냉각 성능은 차량에 장착되는 라디에

이터의 장착 위치와 유동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그 효율이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 AER 향상을 위해 공기저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능동형 공기 제어 장치 (Active Air Flap, 이하

AAF)를 범퍼에 장착하고 있다. AER 향상을 위해서는 항상 닫혀

있어야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지만 차량의 냉각을 위해서는 열려

야 하는 장치로 그 형상과 크기에 의해 차량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특징, 경로 및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 3 -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차량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활용하여 차량의 냉각 성

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전방 범퍼에 구성된 AAF를 통해

유동이 유입되어 라디에이터로 공급된다. 이때, 차량의 냉각 성능

은 얼마나 많은 유동이 열교환기인 라디에이터로 공급되고 라디에

이터 전면으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차량의 냉각 효율이 영향을 받

게 된다. 때문에 유입 유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기 자동차 유입 유동 시스템을 새롭

게 정의하고 효율적 개선을 위한 성능 인자와 차량에서 구성 가능

한 컨셉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유동의 효과적 활용을 통

한 성능 개선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 잠

재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차량 제조사의 시스템 사양 증대로 인한

중량 및 재료비 상승을 최소하여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

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2] 전기자동차 유동 유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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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능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

로 최근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서 냉각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

는 수 냉각 방식 냉각 시스템 [그림 1-3]을 대상으로, 유입 유동을

효율화하여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유입 유량의 증대가 차량 냉각

성능의 효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1-3] 전기 자동차 냉각 회로 (수 냉각 방식)

최근 산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자동차의 냉각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냉각 회로 차원에서 고전압 배터리, 모터 및 PE(Power

Electrics)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예측하고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라디에이터를 설정하는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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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석이나 시험을 통해 성능 불만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라디에이터의 용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기 자동차의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완료되

어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의 유입 유동을 활

용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그림 1-4]

유동을 활용하여 라디에이터의 냉각 성능을 개선한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추가적인 냉각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면 현재 판매

되고 있는 전기 차량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차량 성능 및 제품의

가격 하락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1-4] 유입 유동을 포함하는 냉각 시스템 개념

실제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라디에이터는 단품 시험을 거쳐

차량에 장착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단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어 최종 완성품이 아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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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매번 차량에 장착하고 시험하기에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

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그림 1-5]와 같이 단품 상태의 라디에이터

와 차량 장착 상태의 라디에이터는 동일한 외부 환경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냉각 성능을 보이게 된다.

[그림 1-5] EV 라디에이터의 단품 및 차량 상태 냉각 성능 비교

이것은 차량 장착 상태의 라디에이터가 차량의 장착 위치와 주

변 부품들의 레이아웃에 의해 라디에이터가 갖고 있는 열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차량 장착 상태 라디에이터의 주변 레이아웃이

나 유동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라디에이터의 냉각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전기 자동차 라디에이터의 단품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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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착 상태의 냉각 성능 차이를 확인하고 차량의 유입 유동을

활용하여 이러한 냉각 성능의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라디에이터로 전달되는 유입 유동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능 시스

템을 정의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능 인자들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차량 환경 조건은 다음의 차량 에너지 소모가 많은

도로 경사도와 차량의 한계 냉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

기 온도(이하, 외기온)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외기온 조건 : 40 ℃ (혹서기 및 중동 지역 고려)

- 경사 도로 운행 조건 : 도로 경사도 8%, 차량 속도 50 km/h

및 도로 경사도 6%, 차량 속도 100 km/h

※ 경사도는 [그림 1-6]와 같이 도로의 수직 거리를 수평거리

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기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 도로 경사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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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제 차량의 고부하 조건을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의 유

입 유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아래 [그림 1-7]과 같은 절차로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능 개선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7] EV 유입 유동 시스템 개발 Flow

특히, 새로운 개념인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정의와 개발을 위

해 전기 자동차의 언더후드 패키지 레이아웃 분석과 실제 차량을

베이스로 구성된 유동 해석모델의 유동 해석 결과를 가시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성능 인자 정의를 위해

TRIZ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Russia)의

기능 분석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냉각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인자를 도출하여 해석 검증을 통해 유입 유동의

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주 인자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의 성능 개선 설계 모델

구성을 위해 CATIA V5 (Dassault 社)를 통해 실재 차량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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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였고, 해석 검증을 위해 3D CFD 소프

트웨어인 SC/Tetra (MSC Software 社)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종 검증을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실재 샘플을 제작 및 시험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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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EV 차량의 열전달 이론 및 지배 방정식

본 연구의 대상인 실제 전기 자동차 냉각 회로는 고전압 배터

리, 모터 및 PE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발열량을 부품의 수명과 차

량의 AER 향상을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운용되

고 있다. [그림 2-1]

[그림 2-1] 전기 자동차의 온도 제어 전략

즉, 차량 작동時 고전압 배터리 및 구동 모터 등의 열원에 의해

발열이 발생하며 이것은 각 부품의 Capacity에 의해 일정한 크기

를 갖는다.

이러한 열이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냉각 채널에 의해 냉각수로

전달되며, 구동 모터의 경우 내부 윤활유에 의해 차량의 냉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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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순환하는 냉각수로 전달되어 차량 전체 열량 즉, 전 열량으

로 바뀌게 된다.

공기 중으로의 방열량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

량 및 전 열량의 열전달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발열 및 부품 온도 상승 구간 (전열량≈    )




   (2.1)

 


∙   (2.2)

- 전열량 증가 구간 ( 
 

냉각 )




    ∙∙    (2.3)

 ∙  
 (2.4)

- 전열량 ≈ 발열량 구간 (  
 

냉각 )

   ∙∙    (2.5)

 
∙ (2.6)

- 발열량 ≈ 0 (   
 

냉각 )

   ∙∙    (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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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발열량을 의미하고, 냉각 은 전열량,  는 부품

의 온도,  는 냉각수의 온도를 의미하며,  는 부품들의 발열

량과 전열량의 크기가 일정한 평형 온도를 의미하며, 이때, 식

(2.6)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2.9)

이렇게 전기 부품에 의해 발생된 발열량이 전열량으로 변환되

어 라디에이터에서 대기와 열 교환하는 과정은 크게 다음 두 가

지 과정과 다음의 지배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그림 2-2] 라디에이터의 열전달 경로

먼저, 냉각수를 통해 라디에이터로 열 전달되는 과정의 지배 방

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열량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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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라디에이터에서 외부 공기와 열교환이 되는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다음의 지배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전열량 
 방열량 (2.11)

이때, 최종적으로 라디에이터와 외기에 의해 열 교환을 마친 냉각

수의 온도는 다음 식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방열량
 방열량  ∙∙ (2.12)

여기서, Area는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의미하고 , 는 대류 열전

달 계수로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 (통과 유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며, 표면의 거칠기 등에 따라서 변화기도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식 (2.12)의 열전달 계수를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의 통과 유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동시에 라

디에이터 자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 전 Area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동의 배분율을 계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CFD 소프트웨어인 SC/Tetra의

열전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냉각수의 입구 온도를 시험 데이터와 동일하도록 설정한 후 유

량의 효과를 통한 냉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NTU-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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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NTU, Number of Transfer Unit)를 사용하였으며, 계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5]

[그림 2-3] NTU-Effectiveness Method 계산 알고리즘

이때, 알고리즘이 포함하는 주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합열전달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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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U (Number of Transfer Unit)




(2.14)

-유용도 (Effectiveness)

  exp
 exp

 

 
  max

min
 (2.15)

제 2 절 유동 이론 및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 차량 전방의 유입 유동 부를 EV 유입 유동 시스템

으로 정의하였다. 이 시스템 내부의 Control Volume을 통과하는

유동은 시스템으로 유입 되는 유입 유량과 시스템을 통과하여 나

가는 유출 유량을 같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식 (2.16)의 연속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또한, 일반적 유체의 흐름에는 층류와 난류가 존재하나 차량 주

행 중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체의 흐름은 난류에 속한다. 때문에

난류 유동을 모사한 아래 (식 2.2) Navier-Stokes 방정식을 따른

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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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여기서, ui는 속도, xi는 좌표, t는 시간[s], ρ는 유체의 밀도

[kg/m3], p는 유체의 압력[Pa] 및 μ는 밀도[Pa·s]를 나타낸다.

또한 ui'은 속도 섭동을 나타내며, 섭동 값 간의 곱을 시간으로

나눈 값은 난류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레이놀즈 응력

(Reynolds stress)이라 부르며 평균속도의 변형률에 비례한다고 가

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



    (2.18)

이 식에서 δij는 크로네커 델타(i=j 성분이면 1, i≠j 성분이면 0

인 텐서)이며, μt는 난류점성계수(turbulent viscosity)로 난류의 양

상이나 유동에 따라 변한다.

기본 난류 방정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CFD의 수치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 SST  모델 (Shear-Stress Transport) -

SST  모델은 2 방정식 모델로 단위 에너지 당 난류 소실 율

 ∼w 을 취급하는 방법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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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은 낮은 레이놀즈 수 영역에서 감쇠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도 벽면 근처의 평균 유속분포를 재현해낼 수 있으며, 역 압력 구배 하

에서도 박리현상을 비교적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Shear-Stress Transport 개념을 도입하여, 역 압력구배하의

와 점성의 과도 예측을 억제하고, 기존의 와 점성 모델에서 부족했던

박리 현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모델의 와 점성 계수는 아래와 같

이 표현된다.

    


(2.19)

 에 관한 수송방정식은  으로 치환하고 에 관한 수송 방

정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20)

위 식의 방정식의 우변에 아래의 항(Cross-diffusion term)을 더

해서 방정식은 아래와 같아지게 된다.

 








(2.21)

SST 모델에서는 상기의 항에 벽에서 부터의 거리와 난류유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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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취하는 가중함수를 사용해 모델을 사용하는 벽면 근처의 모

델과 외층에 사용되는 모델이 매끄럽게 전환되도록 한다. 또한 동

시에 내층, 외층에 사용되는 모델 상수도 동일한 가중 함수에 의해 보

정 된 값을 사용하게 된다.

내층, 외층에 사용되는 모델 상수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첨자의 1은

내층, 2는 외층의 상수를 의미한다. [5]

 

   

   

    

 





  

(2.22)

그 외에도 와 점성계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여, Shear-Stress

Transport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23)

여기서, a1 = 0.31, Ω는 평균 와류의 크기이며, 실제 사용되는 와 점

성계수는 벽으로부터 거리와 난류 량을 인수로 취한 가중함수로 보정

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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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EV 차량의 유입 유동 환경

제 1 절 EV 차량의 유입 유동 환경

전기 자동차는 AER 향상을 위해 기존 내연기관이 탑재된 차량

과는 다른 전방 범퍼 홀을 가지고 있다. 즉, 전방 범퍼에 구성된

유입 유동 홀의 면적이 내연기관과는 다르며, AER 향상을 위해

닫히기도 하며, 냉각을 위해 열리기도 하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장착되어 있어 유입 유동의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림 3-1]

[그림 3-1]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의 유동 유입 부(홀)

이와 같이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의 냉각 홀의 차이가 발생하

는 가장 큰 이유는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 연소로 인한 냉각수의

온도가 100℃ ～ 120℃에서 열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전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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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경우 배터리 및 PE 부품의 발열로 인한 온도 관리를 위해

냉각수 온도를 65℃～ 7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 AER이 매우 중요

한 성능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

해 전방 범퍼에 설정된 유입 유동 홀을 최소화 하여 설정하는 경

향이 있다.

[표 3-1] 냉각 홀 면적에 따른 공력 계수 및 주행 거리 비교

구분

냉각홀

면적

(㎟)

공력계수(Cd)
AER

(km)
시험 해석

내연기관 57,523 0.350 0.352 367

전기차 30,800 0.310 0.336 388

전기차

(냉각 홀 없는 경우)
- 0.303 0.327 391

위의 표는 실제 전기 자동차의 냉각 홀 면적과 공력 계수 및

AER을 측정한 자료이다.

내연기관 대비 전기 자동차의 경우 냉각 홀의 면적을 축소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차량의 공기 저항 계수가 줄

어들었다는 것을 시험 및 해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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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 냉각 홀 면적을 축소할수록

공기 저항 계수가 줄어들게 되어 AER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차량의 경우 공력 계수 2.3 % 악화시 AER이 약

0.7 %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냉각을 위한 냉각 홀은 넓을수록 좋지만 전

기 자동차의 경우 냉각 홀의 증대가 AER의 감소로 이어져 차량의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상충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인 제한된 냉각 홀로 유입되는 유동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

능 및 주행 거리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EV 차량 유입 유동의 한계성

본 연구의 전기 자동차 냉각 회로는 차량의 언더바디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를 제외한 구동 모터 및 PE 부품들이 내연 기관의

엔진룸에 해당하는 차량의 언더후드 영역에 장착되어 있다. [그림

3-2]

또한, 냉각 성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라디에이터의 장

착 위치는 차량의 전방에 위치하여 유입 유동과 직접적으로 열 교

환을 할 수 있도록 설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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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본 연구의 전기 자동차 냉각 회로

그러나, 언더후드 영역에 장착된 유입 유동 부와 라디에이터의

전/후방 유동 환경은 많은 부품들로 인해 제약적인 유동 흐름에

놓이게 되어 단품 상태에서 원활한 성능을 발휘하던 부품들이 차

량 차원에서는 효율 저하와 같은 한계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EV 차량의 유입 유동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한계적 상

황인 존재한다.

첫 번째, 유입 유량의 한계성이다.

[그림 3-3] 유입 유동 부와 라디에이터 투영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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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과 같이 라디에이터의 열 교환 면적 대비 유입 유동

부인 A.A.F. (액티브 에어 플랩)의 전면 유동 유입 홀의 면적은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기 자동차의 AER 확보를 위해 차량 전면의 개구 부를 최소화하여

공기 저항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전기 차량의 경우 라디에이터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유동 유입 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차량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양 즉, 유입 유량이 차량의 컨

셉, 디자인 및 주행 거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아래 [그림 3-4]의 몇 몇 차종의 모터 및 고전압 배터

리 용량 증대 추이를 살펴보면 차량에 탑재되는 모터 및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A’ EV 차량 모터 및 고전압 배터리 용량 증대 추이

이것은 전기 자동차의 냉각 성능 관점에서 더욱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되며, 동시에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의 발열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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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냉각을 위한 더 많은 유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량은 더욱더 높은 한계 상황에 놓

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동 흐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한계성이다.

라디에이터가 장착 되는 위치는 언더후드 영역의 차량 전방에 장

착된다. 아래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디에이터를 기준으

로 전/후방에 각 종 차량 구성 부품들이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전기 자동차의 언더후드 레이아웃

때문에 전/후방 부품들에 의해 유동 흐름이 제약을 받게 되어

유속이 느려지고 압력이 높아져 유동의 흐름에 적체가 생기게 된

다. 특히, 차량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흐름은 A.A.F와 에어가이드의

형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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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유동의 한계적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

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제 3 절 EV 차량 유입 유동과 냉각 성능

차량의 냉각 성능이란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냉각

수의 온도 변화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3.1)

여기서,  은 라디에이터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이며,

은 외부 공기와 라디에이터를 통해 열 교환을 하고 유출되

는 냉각수의 온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의 냉각 성능은 라디에이터가 외부 공기와 열 교환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차량의 운전 상태 변화 (차속의 변화, 승객 및 화물의 적재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 등판 여부, 가속 및 감속 등) 및 날씨 등

의 환경적인 조건을 제외할 때 차량의 냉각 성능은 라디에이터로

공급되는 차량 전면 유입 유량이 클수록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차량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차량의 유입 유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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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량의 전면 범퍼에 설정되어 있는 유동 유입 홀의 크기

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외장 디자인 영역에 속하는 범퍼의

홀을 증대시키는 것은 차량의 디자인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차

량 언더후드 부품들의 장착과 보호를 위해 유입 유동 홀의 위치와

크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차량의 유입 유동 홀을 증대

하는 것은 차량의 주행 저항을 증대시켜 전기 자동차의 경우 AER

축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3-1]

때문에 유입 유량 증대를 위한 유동 유입 홀의 크기 증대는 매

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다.

둘째, 라디에이터의 팬과 모터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 차량의 냉각 모듈의 팬 및 모터

용량은 420 mm, 280 W이다. 여기서 단순히 400 W 모터를 적용

하더라도 유입 유동을 쉽게 증대시킬 수 있다. 즉, 라디에이터와

모듈을 이루는 팬과 모터의 용량을 증대시키면 더 많은 외부 공기

를 강제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팬 및 모터의 용

량을 키우는 것은 차량의 중량 및 재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량 상승으로 인한 AER 저하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중 가장 순위가 낮은 방법이고 동시에 지양되는 방

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유입 유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 연구들과 비교하여 냉각 성능 개선을 위해 유

입 유동의 활용 및 효율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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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6]은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을 유속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디에이터 전면에 공급되고 있는 유동의 분포와 유량이

균일하지 않아 유동의 움직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전기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장착 패키지 및 유동 특징

은 제한된 유입 유동 홀의 크기로 인해 전체 유입 유량이 빠르게

수렴되어 한계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라디에이터로 배분되는 유

동이 균일하지 않아 열 교환기인 라디에이터의 전 면적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해 라디에이터의 단품 성능이 차량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비효율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림 3-6] 전기 자동차의 유입 유동 흐름과 유속 분포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동 효율화를 통해 차량 상태

의 라디에이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중량 및 재료비 상승 없이

추가적인 냉각 성능 포텐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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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제 1 절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정의

본 연구의 새로운 개념인 EV 차량의 유입 유동 시스템은 차량

전면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림

4-1]

또한,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은 차량 전면 범퍼 개구부를 통

해 유입된 유동이 라디에이터로 전달되는 경로에 위치한 서로 다

른 두 개의 부품인 A.A.F와 라디에이터 에어가이드로 구성 된다.

[그림 4-1]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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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유입 유동을 효율화하여

차량으로 유입되는 전체 유입 유량을 높이고 라디에이터 전면의

유동 공급을 균일화하도록 할 수 있도록 유입 유동을 열교환기 전

면적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기능 분석

새롭게 정의된 EV 차량의 유입 유동 시스템의 성능인자를 도출

하기 위해 트리즈 (TRIZ,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 Russia)의 기능 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트리즈는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해 개발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그는 1960년대 구 소련 해군에서 특허를 심사하는 업무를 할 당시

군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명에 대한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 특허 150만 건 중에서

창의적인 특허 4만 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

적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본 연구를 통한 특허 개발을 위해 트리

즈 레벨 3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레벨 3 이상 인증자에 대해서

는 국제적 공인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3]

트리즈의 기능 분석은 기술 시스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상호 작용을 파악하여 문

제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 분석 활동이다.

트리즈의 기능 분석은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고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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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Function Diagram을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자들을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EV 유입 유동의 내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유입

유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 성능 인자들을 정의하는데 활용하

였다.

[그림 4-2]와 같은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의 Function

Diagram을 정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술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Target을 정의하였다.

둘째, 기술 시스템을 분해 분석하고 Component를 정의하였다..

셋째, 물질 장 및 Supersystem을 파악하였다.

넷째, 기능 및 상호 작용을 정의하였다.

다섯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범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다.

[그림 4-2]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Func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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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Function Diagram은 시스템

의 주요 기능을 유입 유량의 증가 및 배분 개선으로 설정한 후

Target을 유동인 Air로 정의한 후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제 3 절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성능 인자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해 유동과 관

련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였고, 유입 유동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 성능 인자를 다음 [표 4-1]과 같이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 성능 인자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와 같이 CFD를

활용하여 성능 개선 인자를 도출함으로써 유입 유동을 활용하여

EV 차량의 냉각 성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모델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표 4-1]를 통해 종래 기술의 성능 인자는 대부분 유량

증대 관점에서만 차량의 유입 유량 및 냉각 성능을 개선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범퍼의 유동 유입 부의 면적을 증대한다거나 라디

에이터의 팬 및 모터 용량을 증대하는 방식의 접근은 다양한 컨셉

의 차량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장의 니즈에 반하는 접근법이며, 차

량의 중량 및 원가를 지속적으로 상승 시키는 기술 패러다임으로,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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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야할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닌 것이다.

때문에 디자인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중량 및 원가 상승

을 억제하는 차량의 성능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종래의 유량 증대 관점과 다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필

요한 것이다.

[표 4-1] EV 유입 유동 시스템 기본 성능 인자

유동

특성

종래 기술의

성능 인자

본 연구의

기본 성능 인자

유량

증대

� 범퍼 개구부 사이즈 증대

� 쿨링 팬/모터 용량 증대

� 에어가이드 설정

(단순 구조)

라디에이터～에어가이드 이격거리

액티브 에어 플랩 장착 각도

라디에이터 형상 변경

(유입 유동부와 매칭)

유동

배분

유동 배분 관점의

선행 연구 제한적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부 곡률

에어가이드와 라디에이터

매칭부 곡률

액티브 에어플랩 블레이드 표면

형상

액티브 에어플랩 블레이드 각도

유동 유입부 듀얼 Path

유입 유동 확산 비율

에어가이드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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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유입 유동을 활용하여 차량의 구성 시스템들이 가지

고 있는 본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차량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향후 미래 전

기차를 위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동 효율화 관점의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의 정의와

성능 인자의 설정은 종래의 여러 연구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 34 -

제 5 장 CFD 적용 및 유입 유동 특성 분석

제 1 절 CFD 해석 모델 구성

-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

본 연구의 차량, 기본 성능 인자에 대한 케이스 및 성능 개선

모델의 모델링은 Dassault 社의 CATIA V5로 모델링 하였고, 해

석모델로의 변환을 위해 ANSA v18.1.1을 사용하였고, 해석은

Cradle 社의 SC/Tetra V13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Full car를 베이스 모델로 구성하였다. 이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10가지 기본 성능 인자 각 각에 대한

Local 성능 영향도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입 유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성능 개

선 인자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 개선

모델에 대한 해석 검증도 수행하였다.

- CFD Geometry -

차량의 유동은 차량의 디자인, 차량 하부 및 언더후드의 주요

부품들의 패키지와 레이아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유동 효율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위해 EV 유입 유동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기 자동차의 실내를 제외한 전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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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A V5 설계 모델을 기준으로 차량 하부, 전면 유동 유입 부

및 언더 후드의 전 부품을 대상으로 상세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유입 유동 효율화를 통한 냉각 성능 개선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한 개선 제안이 냉각 성능

과 일반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는 주행 저항을 상승 시켜 AER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기저항 계수의

변화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익스테리어 및 언더바디의 상세 모

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5-1] 및 [그림 5-2]

[그림 5-1] 베이스 EV 차량 익스테리어 모델링

[그림 5-2] 베이스 EV 차량 언더바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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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차량의 유입 유동은 라디에이터 전/후단의 차량 패키지

구성 부품과 레이아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더 후드에 대해서

도 상세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럼 5-3]

[그림 5-3] 베이스 EV 차량 언더 후드 주요 부품 모델링

액티브 에어 플랩과 에어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에 대해서도 엑티브 에어 플랩의 블레이드를 포함하여

유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오메트리에 대해 상세 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그림 5-4]

[그림 5-4] 베이스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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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이스 해석 모델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해석 모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험 데이터와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였다.

첫째 차량 주변의 유동을 잘 모사하는 유동 모델을 선정하였다.

실제 차량의 공기 저항 계수는 140 kph 기준으로 0.310이다. CFD

유동 해석 모델 중 SST k-w 모델이 실제 난류를 가장 잘 모사하

였으며 격자수에 따라 오차 범위가 0.19%～0.39%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표 5-1],[그림 5-5]

[표 5-1] 베이스 해석 모델별 공력 계수 비교

[그림 5-5] SST k-w 모델의 유동(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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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냉각 성능 관점에서 가장 가혹한 주행조건인 8% 50

kph 와 6% 100 kph 조건의 실제 차량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해

석 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표 5-2] 냉각 성능 시험 및 베이스 해석 결과 비교

차량 조건
라디에이터

입/출구온

(℃)

시험결과

(℃)

해석결과

(℃)
비고

차속 외기온

50kph 40℃

입구온 59.6 ← -

출구온 57.7 57.5
+0.2, 오차범위

0.4%

100kph 40℃

입구온 57.0 ← -

출구온 53.7 53.6
+0.06, 오차범위

0.1%

160kph 45℃

입구온 62.2 ← -

출구온 59.2 58.8
+0.4, 오차범위

0.6%

[그림 5-6] 차속별 냉각 성능 해석 모델 신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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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5-6]과 같이 베이스 해석 모델이 시험 데이터와

0.1% ～0.6%의 오차 범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이스

해석 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EV 차량 유입 유동 특성 분석

해석의 결과 수치는 Steady State의 결과 값으로 유동의 움직임

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석 결과의 유동 양상을 가시화함으로써 EV 차량의 유입 유동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그림 5-7]과 같이 열 유동

Map으로 해석 결과를 표현함으로써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에 유리

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그림 5-7] EV 차량 유입 유동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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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유동 Map을 통해 EV 차량의 유입 유동은 다음과 같은 4가

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제한적인 유동 유입 부를 가지고 있다.

둘째, 유입 유동의 라디에이터 전면 유동 배분이 고르지 않다.

셋째, 온도 장 분석을 통해 라디에이터 전면에서 불균일한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압력 장 분석을 유동 유입부의 유동 적체로 인해 원활한

유동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유입 유량의 증대 및 유동 배분을 통한

유동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라디에이터의 전 면적을 통해 열 교환

이 균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차량의 냉각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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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EV 차량 유입 유동 효율화 방안

제 1 절 유입 유동 효율화 방안

앞에서 분석된 [표 4-1] EV 유입 유동 시스템 기본 성능 인자

와 유입 유동 특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EV 차량의 유입 유

동 효율화를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였다.[표 5-3]

[표 6-1] EV 차량 유입 유동 효율화 기본 전략 (방향성)

유동 특성

(한계 상황)
기본성능 인자를 활용한 유입 유동 효율화 전략

제한적인

유동 유입부

� 액티브 에어 플랩을 활용한 유입 유동 효율화 방안

- 액티브 에어 플랩 장착 각도 최적화

- 액티브 에어 플랩 블레이드 각도 최적화

- 액티브 에어 플랩 표면 형상 최적화

� 제한적으로 유입된 유동의 효율화 방안

- 라디에이터～에어가이드 이격 거리 최적화

라디에이터 전면

유동

배분 및 열 교환

비효율

� 액티브 에어 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부 곡률

최적화

� 에어가이드와 라디에이터 매칭부 곡률 최적화

� 유입 유동 확산 비율 최적화

� 에어가이드 경사도 최적화

유입 유동 부

유동 적체

� Dual Path 설정을 통한 유동 분산

� 라디에이터 형상 변경 (유입 유동부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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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5-3]과 같이 제한적인 유동 유입 상황과 라디에이터

전면 유동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차량 환경에 의한 물리

적 상황을 극복 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라디에이터의 차량 탑재 상태의 효율 저하가 발생하는 원

인으로 유입 유동 시스템의 공간적 한계와 라디에이터가 갖고 있

는 내부 저항 등으로 인해 차량 주행 시 유동 적체가 나타나 충분

한 유동 유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유동 효율화를 통해 차량

의 냉각 성능 개선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냉각 성능의 개선이 공력 성능의 악화가 되는 전통적인

차량 성능 상충 관계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의 전면 개구부의 총 면

적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성능 개선 인자 도출을 위한 케이스 정의

앞의 [표 5-3] EV 차량 유입 유동 효율화를 위한 기본 전략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유동 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성능 개선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은 종래의 EV 차량과 동

일 수준의 물리적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운 특징은 유동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차량 전면 유동 유입 부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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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 내리고 해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EV 유입 유동 시스템을 정의하고 기능 분석을 통해

기본 인자들을 도출하였고, 유동 분석을 통해 유동 효율화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였다.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유동 효율화에 대한 개선 제안을 위해

서는 기본 인자들 가운데 성능 영향도가 높은 인자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케이스를 선정하였고 CFD 해석을 통해 영향

도가 높은 주 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6-1] 성능 인자 도출을 위한 케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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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자의 성능 영향도를 검증하기 위한 인자별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6-1] 및 [그림 6-2]

[그림 6-2] 시스템 내부 인자별 해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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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5-9]는 EV 유입 유동 시스템 내부 인자들에 대한

각 인자별 성능 민감도를 해석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케이스 들이

다.

내부 인자에 대해서는 각 인자별로 유동 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원리해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방

향성이 설정될 경우 동일 인자에 대한 국부적 최적화를 위해 다수

의 케이스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즉, 첫 번째 인자인 블레이드 각도의 해석에 있어서는 회전 방

향성에 대한 원리 해석을 실시한 후 CCW 방향이 유동에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한 후에 CCW 방향의 국부적 최적 각도에 대한 추

가 해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자인 라디에이터와 에어가이드 사이의 거

리에 대해서도 거리 증대와 축소에 대한 원리해석을 먼저 시행한

후 축소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였고, 국부적 최적 거리를 도출하

기 위한 케이스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 두 번째, 네 번째 케이스인 곡률 변화, 다섯 번째 유동

확산 비율 및 일곱 번째 경사도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부적 최적화 관점에서 케이스를

설정하여 해석 검증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내부 인자들 중 블레이드 표면 형상 인자에 대한 영향

도는 원기둥 형태의 와류발생기(Vortex Generator)의 높이 변화를

통해 유동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기의 시스템 내부 인자들과 접근 범위가 다른 아홉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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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듀얼 Path 적용 및 열 번째 라디에이터 형상 변경에 따른 유동

변화의 경우 시스템 외부 인자로 정의하여 그 영향 도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그림 6-3]

[그림 6-3] 시스템 외부 인자별 해석 내용

제 3 절 케이스 해석 및 성능 개선 인자 도출

EV 유입 유동 시스템 내부 및 외부 인자에 대한 개별적 성능

각 각의 냉각 성능 영향 도는 유입 유량 변화 및 라디에이터의 출

구 온도 변화로 나타난다.

때문에 CFD 해석 결과의 성능 척도는 유입 유량과 냉각수 온도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냉각 성능 개선이 공력 성능을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차량 공력 계수도 포함시켜 냉각 성능 개선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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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냉각 성능 관점에서 성능 개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는 외기온 40℃, 8% 50kph와 6% 100kph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하

였다.

먼저 EV 유입 유동 시스템 내부의 유량 관점에서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인자들 가운데 4가지 개별 인자가 성능 영향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률, 에어가이드 이격

거리 , 에어 가이드 경사도 및 액티브 에어플랩의 장착 각도(블레

이드 포함) 가 EV 유입 유동 시스템 내부 유량을 증대시키는 역

할을 하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4] 특히,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률이 영향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6-4] 시스템 내부 인자별 유입 유량 영향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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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라디에이터의 냉각 성능에 직

접 영향을 주었는지를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입/출구온도의 변화

관점에서 해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차속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량과 동일하게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률, 에어가이드 이격 거리 , 에어 가이드 경

사도 및 액티브 에어플랩의 장착 각도(블레이드 포함) 가 EV 유

입 유동 시스템의 라디에이터 냉각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성능 인자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5] 특히,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

이드 매칭 부 곡률을 증대할수록 냉각 성능이 향상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유동 효율화가 냉각 성능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5] 시스템 내부 인자별 냉각 성능(온도) 영향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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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및 온도 관점의 해석 결과를 통해 4가지 성능 개선 인자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

률, 에어가이드 이격 거리 , 에어 가이드 경사도 및 액티브 에어플

랩의 장착 각도(블레이드 포함)가 EV 유입 유동 시스템 내부 인

자들 가운데 성능 인자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이 공력 성능에 영향을 준다면, 차량 전체

성능의 관점에서 실질적 성능 개선 인자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각 인자별 케이스 해석 모델을 통해 차량의 공력 계수를

추가적으로 해석 진행하였다.

차속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4 가지 성능 개선인자에 대

해 일부 공력 계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6]

[그림 6-6] 시스템 내부 인자별 공력 성능 영향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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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내부 유동 효율화를 통해 내부

공기의 흐름이 개선되어 차량의 주행 저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석적으로 EV 시스템 내부 인자에 대한 성능 영향도를 다음

[표 6-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2] 시스템 내부 인자 성능 영향도 (50/100kph)

NO 시스템 내부 인자

냉각성능 비고

유량

변화율

(%)

온도

변화율

(%)

항력계수

개선율

(%)

1
액티브 에어플랩 블레이드 각

도
-0.4/-0.1 -0.4/-1.0 -1.3/+1.0

2
액티브에어블랩과 에어가이드

매칭부 곡률
+9.3/+6.9 +16.9/+0.2 +0.5/+0.1

3
라디에이터와 에어가이드 이

격 거리
+1.6/+1.3 동등/+0.8 -0.9/+1.3

4
라디에이터와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률
-0.2/0.1 -2.5/-0.3 -0.6/-1.4

5 유입 유동 확산 비율 -1.9/-1.9 -10.2/-14.7 -1.4/+0.1

6
액티브 에어플랩 블레이드 표

면 형상
-0.2/-0.6 -2.6/-1.5 -1.4/-0.8

7 에어가이드 슬로프 각도 +0.5/+0.8 -0.2/+0.7 -2.9/+0.9

8-1
액티브 에어 플랩 장작 각도

(블레이드 고정)
+7.6/+6.0 +23.7/+1.1 -0.5/-1.5

8-2
액티브 에어 플랩 장착 각도

(블레이드 동일 각도 틸팅)
+9.0/+6.7 +24.7/+0.8 동등/+0.5



- 51 -

유량, 온도 및 차량 공력 계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부

유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내부 인자들 가운데 차량 성능

개선에 영향을 주는 성능 인자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선정할 수

있었다.

(1) 액티브 에어플랩과 에어가이드 매칭 부 곡률

(2) 액티브 에어플랩의 장착 각도(블레이드 동일 각도 틸팅)

(3) 에어가이드 이격 거리

(4) 에어 가이드 경사도

또한, [그림 6-3]의 시스템 외부 인자에 대한 해석 결과를 다음

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입 유동 부를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구성하는 것이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유량을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7] 시스템 외부 인자별 유량 영향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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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유동 효율화를 통해 [그림 6-8]

과 같이 차량 전면 개구부의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유입 경로를 다

변화하는 것이 차량의 냉각 성능 개선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8] 시스템 외부 인자별 냉각 성능(온도) 영향도 해석 결과

[표 6-3] 시스템 외부 인자 성능 영향도 (50/100kph)

NO 시스템 내부 인자

냉각성능 비고

유량 변화율

(%)

온도 변화율

(%)

항력계수

개선율

(%)

1 유입 유동부 Dual Path +20.9/+23.9 +87.9/동등 +1.2/-1.6

2 라디에이터 형상 변경 -25.7/-20.6 -95.8/-54.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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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EV 유입 유동 시스템 개발

제 1 절 EV 유입 유동 시스템 성능 개선 모델 제안

본 연구를 통해 EV 차량의 유입 유동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

하고 효율화를 통한 냉각 및 차량의 공력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동 가시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해석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7-1]

[그림 7-1] EV 차량 유입 유동 시스템의 유동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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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활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유동 가시화를 통한 유동 효율

화 측면의 성능 개선 기법을 통해 차량 적용이 가능한 패키지 및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그림 7-2]와 같은 EV 유입 유동 시스템 모

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림 7-2] EV 유입 유동 시스템 컨셉 모델 제안

즉, 상기 제안 모두 실제 차량에서 장착이 가능한 수준의 패키

지와 레이아웃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제안 ‘1’의 경우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내부 성능 인자를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제안 ‘2’의

경우 제안 ‘1’의 개념에 외부 성능 인자를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동 효율화가 차량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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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능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성능 개선 모델에 대한 유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FD 해석을 수행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제안된 모델의

유동 효율화로 유입 유량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3] 유동 효율화 제안 모델 성능 해석 결과 (6% 100kph)

[그림 7-4] 유동 효율화 제안 모델 성능 해석 결과 (8% 50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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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활용한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차량의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그림 7-5]의 푸시방식 풍동(Push Type Wind

Tunnel)을 활용하여 시험하였다.

[그림 7-5] 푸시방식 풍동 (Push Type Wind Tunnel)

[그림 7-6] 유동 효율화 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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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차량의 가혹조건인 외기온 40℃와 일반 상온 조건인 외

기온 20℃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냉각수는 실제 본 연구에 활

용된 차량의 냉각수 유량 (12LPM)을 기준으로 유량과 냉각 성능

개선량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 아래 [표 7-1] 및 [표 7-2]와 같이 유입 유동 효율화

를 통한 제안 ‘1’ 및 제안 ‘2’의 모델이 추가적인 유입 유량 증대로

인한 냉각 성능의 추가적 개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1] 유동 효율화 제안 모델 시험 결과 (외기온 40℃)

외기온 차속 구분 Base Ideal 제안1 제안2

40℃

100kph

유량변화율(%) 기준 + 76.0% 13.7% 43.2%

냉각성능개선율

(∆T℃개선율)
기준 +19.8% +9.3% +17.1%

50kph

유량변화율(%) 기준 + 66.2% 21.6% 33.8%

냉각성능개선율

(∆T℃개선율)
기준 +21.8% +14.8% +20.4%

[표 7-2] 유동 효율화 제안 모델 시험 결과 (외기온 20℃)

외기온 차속 구분 Base Ideal 제안1 제안2

20℃

100kph

유량변화율(%) 기준 + 76.2% 12.5% 42.7%

냉각성능개선율

(∆T℃ 변화율)
기준 +19.5% +8.3% +14.9%

50kph

유량변화율(%) 기준 + 65.7% 20.1% 32.9%

냉각성능개선율

(∆T℃ 변화율)
기준 +22.9% +8.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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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EV 차량의 유입 유동 효율화를 통한 차량의 성

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동 효율화

를 통해 차량의 유입 유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냉각 성능의 직접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

동 효율화를 통한 공력 성능의 개선 가능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개

념과 유동 효율화 관점의 파라미터 정의와 성능 영향도에 대한 연

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차량의 중량 및

원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차량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

다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례로 EV 차량의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많은 활용을 기대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을 통해 CFD의 활용성을 더욱 증대

시킬 수 있었다. 즉, 유동 시각화 과정을 통해 단순 수치해석을 위

한 기존의 결과 예측적 CFD 활용을 벗어나 현재 시스템을 구성하

는 환경적 유동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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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동 시각화 과정은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분석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리즈의 기능 분석

방법과 결합되어 성능 인자 도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제안 모델

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EV 유입 유동 시스템을 정의하고

성능 파라미터를 도출하여 유동 효율화 관점의 여러 성능 개선 아

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2 절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개념을 활용한 다음의 향후 연구 과제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 EV 유입 유동 시스템의 유동 효율화를 통한 냉각 및 공력

개선 효과가 차량의 연비 (WLTP 등) 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차량의 바디 타입별 (세단, SUV 등) EV 유입 유동 시스템

의 형상 구성(Configuration), 모듈화(Modulization) 및 성능

예측 연구

� FCEV 및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유입 유동 효율화 관점의

시스템 개발 필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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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mprovement the

Performance of EV Vehicles

with Using the Inlet Ai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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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AER of BEV increases with the

larger the capacity of the high voltage battery. The temperature

control of the high voltage battery system is important because the

electr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 voltage battery

minimize internal resistance at room temperature (15°C to 35°C) and

increase efficiency. Therefo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AER the

thermal management of the battery is a very important factor, and

for this to be done efficiently,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vehicle

is an important factor as well.

To improve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vehicle, a large amount



- 64 -

of air must be drawn into the radiator, a component that performs

direct heat exchange with the outside air. However, increasing the

area of the radiator grille or bumper hole at the front of the vehicle

to increase the intake of fresh air will increase the vehicle's driving

resistance, thereby reducing the AER.

As a result, the front radiator grille and bumper section of almost

all electric vehicles are blocked. This means that the vehicle's cooling

both performance and aerodynamic performance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increase in the AER for electric vehicles, but the increase in

the flow inlet holes for cooling performance is a conflict that

contributes to increased air resistance.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intake of fresh air to improve the

cooling performance of electric vehicles lies in a limited situation.

This study sought to find ways to improve cooling performance by

improving the marginal situation of the inflow of these electric

vehicles.

To this end, an EV vehicle inlet flow system consisting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ont part of the vehicle for

electric vehicles has been defined.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new

concept of inflow flow system was set to improve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vehicle through streamlining inflow flow and to

deriv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factors affecting it, so that the

EV inlet flow system was recognized a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system of the vehicle performing the main function of

flow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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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re detail, EV Inlet Flow systems analyzed, and bas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Flow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the vehicle

through the system selec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ensitivity

performance for each individual factors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four internal and two external system factors

were selected that actually affect the efficiency of inflow flows, and

these were defined as performance improvement factors.

In addition, the system concept model was proposed for practical

vehicle application and the interpretation and testing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revealed that the flow efficiency through EV flow

systems not only affected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vehicle, but

also helped to improve the air power performance, which is at odds

with conventional cooling performance.

This enabled us to demonstrate the basic hypothesi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vehicle by utilizing the concept of efficient

inflow of EV vehicles, and the proposal of a system model that is

practically applicable to the vehicle made this study even more

meaningful.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a new technology paradigm in

expanding the spread of EV vehicles in the future and in related

areas of research.

keywords : EV, Cooling, Cd, Air flow, Air flux, Active air flap

Student Number : 2018-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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