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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 전기차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구

동하는 방식의 전기차를 말한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가 많이 보

급은 되고 있지만 현재 버스나 트럭과 같은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는 연료 전지차가 배터리 기반 전기차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

다고 판단된다. 수소 전기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지 

수소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반 전기차 보

다 주행 거리를 확장 시키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용차

에 있어서 배터리 충전시간은 자동차의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손실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용차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는 기존 승

용차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 보다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상용차의 주행거리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길기 

때문이다. 고출력 고내구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 압축기 개발을 위

해서 열유동 해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

였으며 디퓨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예측하였다.

2. 공기 압축기 구조
공기 압축기는 임펠러, 모터, 하우징, 베어링의 구조를 갖는다. 

Fig. 1은 공기 압축기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공기 압축기를 구

동하기 위해서 영구자석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모터의 회전 속

도는 110,000 rpm 이며 이러한 고속의 회전축을 지지하기 하기 

위해서 에어포일 타입의 스러스트 베어링과 저널 베어링이 사용된

다. 스러스트 베어링의 위치에 따라서 전방 베어링 타입과 후방 

베어링 타입이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는 전방 스

러스트 베어링 타입의 공기 압축기 이다. 고출력 고내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온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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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코일의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의 과도한 온도 상승은 

코일의 절연 코팅을 파괴하고 결국 공기 압축기의 성능과 내구성

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1-2].

2.1 공기 압축기 요구 성능 
상용차용 공기 압축기의 목표 성능은 Table 1과 같다.

3. 유동 해석

3.1 해석 조건 
공기 압축기의 성능 예측을 위해서 상용 CFD 도구인 CFX를 

사용하였으며 로터의 회전수가 110,000 rpm 이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공기 마찰에 의한 발열을 고려

하기 위해서 열전달 모델은 Total  Energy[3]을 사용하였고 점성에 

의한 Work도 고려하였다. 공기 압축기에 사용되는 모터는 영구자석

형 모터이며 발열량은 전자기 해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여 

각 부품에 발열량으로 인가하였다. 그 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손실은 철손, 동손, 와류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손실량은 

대외비라서 전체 합계만 표시하였다. 공기 압축기 발열원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스러스트 베어링[4,5]이다. 따라서 스러스트 베어링을 

정확한 모사가 해석의 정밀도를 좌우하게 된다. 스러스트 베어링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 로터의 디스크와 스러스트 베어링 사이의 

공극에 육면체 메쉬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로터와 스러스트 베어링 

사이의 공극은 10 µm이며 6개의 메쉬를생성하였다. 로터의 표면에 

회전 조건[6]을 인가하여 회전에 의한 발열량을 계산하도록 설정하였

다[7]. 로터 표면의 온도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로터 고체부에 

Solid motion조건을 인가하였다. 해석을 위한 메쉬는 Fig. 2와 같다. 
노드는 61,676,422, 요소수는 268,516,694 이다. 해석에 사용된 

재질의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3.2 해석 결과
해석을 위해서 64 core를 사용하였으며 해석 시간은 12시간 정

도 소요되었다. 온도 해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하우징, 로터, 코
일, 공기 압축기 출구의 온도와 출구의 압력을 같이 나타낸다. 하우

징은 최고 138.8℃ 로터는 최고 171.3℃, 코일의 최고 181.7℃로 

예측되었으며 출구 온도는 최고 148.1℃, 최고 압력은 155.4 kPa
로 예측되었다.

3.3 실험 결과

Fig. 1 3-D section view of air compressor

Table 1 Performance of air compressor
Target Unit

Max pressure 2.3 bar
Max mass flow 640 kg/h

Durability 250,000 Cycles

Table 2 Motor heat generation
Value Unit

Iron+Copper+Sleeve 490 W

Fig. 2 Mesh for CFD

Table 3 Material property

Density
(kg/m^3)

Thermal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SUS 8483 15.1 480
Al Alloy1 2702 159 963
Al Alloy2 2702 130 960

Copper 8933 385 401

Air 28.96
(kg/kmol) 0.0261 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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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압축기의 해석 결과 검증을 위해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

다.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장치는 Fig. 4와 같다. 공기 

압축기 각 부분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였고 압력 측정을 위해서 구

멍을 뚫고 압력을 측정하였다. 주변 온도는 22도를 유지한 상태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온도 포화 조건은  공기 압축기의 온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30분 이상)을 가동시킨 

후에 결과를 측정하였다. 해석 결과와 비교한 측정점은 공기 압축

기 출구의 온도와 압력, 코일의 온도를 비교 하였다. 본 실험 결과

는 현대위아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3.4 실험, 해석 결과 비교
측정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공기 

압축기 출구의 온도와 압력, 전방 코일의 온도를 해석 결과와 비교

(a) Housing temperature distribution (b) Rotor temperature distribution

(c) Cooling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d) Outlet temperature & pressure distribution

Fig. 3 CFD analysis result

Fig. 4 Test set of air compressor

Table 4 CFD result vs. experiment data 
FEA Measurement Error

Outlet 
temperature 147.6 ℃ 153.0 ℃ 3.6%

Outlet 
pressure 152.7 kPa 147.7 kPa -3.3%

Motor 
temperature 173.5 ℃ 172.1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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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해석 오차는 3.6% 이내로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개선 설계

코일의 온도 저감을 위해서 모터실 내에 공기 유량을 늘릴 필요

가 있다. 모터실 내로 공급되는 유량이 많아지면 모터 코일에 공급

되는 유량도 많아지고 코일의 온도도 저감이 되기 때문이다. 공기 

압축기에서 있어서 모터실내로 유량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인 디

퓨저 구멍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모터실내에 공급되는 유량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자 해석을 진행하였다. 볼루트 후면 디

퓨져 구멍(Fig. 1 참조)의 형상을 Table 5(Fig. 7 Case 1 노란색 

화살표 참조)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설계 변경하고 해석을 진행하였

다.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했으며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해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로터의 중공(Fig. 1 center hole)으로 반

환되는 공기 유량은 Case 4가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코일의 

온도도 제일 낮지만 출구 압력이 145.4 kPa 로 제일 낮다. 중공 

유량이 적을수록 출구 압력은 높고 코일 온도는 높다는 것을 알 

Table 5 Design modification
Case 1 Case 2 Case 3 Case 4

Diffuser diameter 
(mm) 1.0 2.0 1.5 3.0

Table 6 FEA results
Case 1 Case 2 Case 3 Case 4

Mass flow rate in 
center hole (kg/h) 13.48 22.61 17.76 28.56

Outlet pressure
(kPa) 155.7 152.9 152.8 145.4

Coil temperature rise 
(℃) +4 -1 +3 -3

Diffuser Front Journal

Center Return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5 CFD analysis result of design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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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기 압축기는 출구 압력은 높고 코일 온도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Case 2번이 가장 좋은 설계　변경이라 판단된다. Fig. 
5은 Case 별로 디퓨져 부분의 속도 분포, 전방 베어링 부분의 속도 

분포, 중공 부분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속도 분포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30, 30 m/s 로 스케일 조정하였다. 속도 분포에 있어

서 특이한 부분은 전방 베어링 부분의 흐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다. Case 1, 2, 3과  Case 4은 유동 흐름이 서로 반대이다. 전방 

베어링의 유동 속도가 Case 1-> Case 3-> Case2 순서로 낮아지

고 있으며 이는 디퓨져의 구멍의 크기가 커지는 순서이다. 디퓨져 

구멍이 3 mm 이상 커지면 전방 베어링의 유동 흐름이 반대로 바뀌

는 것을 알 수 있다. 디퓨저 구멍을 크게 뚫어서 모터실 내로 공급

되는 유량을 많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 전방 베어링의 유동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디퓨져 구멍을 통해서 공급된 공기가 전방 베

어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중공구멍을 통해서 임펠라 쪽으로 반환

되는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디퓨져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도하게 공급된 공기는 전방베어

링에서 바로 임펠라 부분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에 비

해서 공기 압축기의 압축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4. 결 론
상용차용 공기 압축기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고 온도와 압

력에 대해서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와 비교시 3.6% 
이내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압축기의 성능을 잘 예측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디퓨져 홀의 형상 변경에 따른 공기 압축기 성능 

예측을 위해서 해석을 추가 진행했으며 디퓨저 홀의 형상에 따라

서 온도와 압력 성능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였으며 냉각을 위한 과

도한 공기 공급은 공기 압축기의 압축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져 구멍의 크기에 대해서 최적의 형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Case 2 가 낮은 코일 온도와 높은 출구 압력을 나타내는 

최적의 형상으로 예측하였다. 과도한 디퓨져 구멍은 전방 베어링

에 역류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압축 성능이 저하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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