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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results of a thermo-fluid analysis applied to the cooling plate of the water cooling 
system developed for IGBT stacks, which was designed to keep the power semi-conductors from over heating 
problems. The cooling plate is to absorb a maximum quantity of 10kW from 4 IGBTs which are to be placed 
on both sides of the cooling plate, 2 IGBTs of them on each surface. For the analysis, Adina of CFD Program 
was used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obtain the knowledges on heat and mass flow at both the plate and 
fluid flow inside. For the simulation,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a temperature difference of 15℃ for the working 
fluid and a uniform heat flux of about 92000 W/m2 on the surface in contact with an IGBTs. 

1. 서 론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고속철도(HEMU-400X)는 동력분산형 추진시스템

(propulsion system)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력분산형 추진시스템은 다수의 컨버터와 인버터로 
구성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power semiconductor)는 4병렬 구조의 IGBT 소자로 전력변환
시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기 위한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전력반도체들의 허용온도는 약 
110℃이며, 적용가능 냉각기술로는 수냉각장치와 히트파이프 냉각기술 등이 있으며, HEMU-400X에서
는 수냉각 장치를 적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검토된 수냉각장치의 수냉각판은 4병렬 구조의 IGBT로 구성되는 스택을 기준으로 
설계, 제작하여 성능 실험이 이루어졌다. 냉각판의 경량화 및 소형화를 위하여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
이 냉각판 양면에 2병렬 구조의 IGBT가 부착되는 구조이며, 유동관로에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이중 굴곡구조(double-wave)의 휜이 적용되었다.

     

(a) 2병렬 IGBT 양면부착 수냉각판 (b) 수냉각판 내부 관로 (c) 이중 굴곡구조
휜 메트릭스

그림 1. 2병렬 IGBT 양면부착 수냉각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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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병렬 구조의 IGBT 소자를 양면에 부착할 수 있는 수냉각판의 적합성과 상용화 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10kW급 열부하를 기준으로 수냉각판의 구조-유체 모델을 모델링하여 
열에 의한 변형율 및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냉각수 유량 변화 10, 20 lpm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
차원 과도(transient)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량 변화에 따른 열유동 
현상 및 이중 굴곡구조의 휜의 열전달 증진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열유동 해석방법

2.1 수냉각판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냉각판 내부 유로의 복잡한 삼차원 유동 및 냉각판과 냉각수 유동에 대한 대류열전
달 해석을 위하여 구조, 유체유동과 열해석 등을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범용프로그램인 ADINA를 
사용하였다. ADINA는‘Automatic Dynamic Incremental Nonlinear Analysis’의 약자로 미국 MIT
의 교수인 Klaus-Jurgen Bathe에 의해 개발되었다.(22) ADINA의 가장 큰 특징은 선형의 정적, 동적
해석과 비선형의 정적, 동적해석, 그리고 열전달 해석, 유체유동 해석뿐만 아니라 유체-구조 연성 해석
(FSI), 열전달-구조 연성 해석(TMC)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다.

삼차원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2병렬 IGBT를 양면에 부착하여 10kW급 열부하를 냉각할 수 
있는 수냉각판 구조모델과 유체유동 모델을 Fig. 2-1에 나타내었다. 냉각판은 4개의 IGBT로 구성되는 
스택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냉각판의 경량화 및 소형화를 위하여 그림 3.3-19(a)에 보는 바와 같
이 냉각판 구조모델은 양면에 2개의 IGBT가 부착되며, 유동관로에 열전달 촉진을 위한 이중 굴곡구조
의 휜이 있는 형상이다. 그림 3.3-19(b)는 유체모델로써 냉각판 내부 유동관로이며, W자 형태의 단일
관로로 구조모델과 일치되도록 모델링하였다.

(a) IGBT 양면부착 수냉각판 모델

(b) 구조 모델 (C) 유체 모델
그림 2. 10kW급 수냉각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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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계조건 및 격자계

본 연구에서는 ADINA 구조해석과 CFD 해석을 연계하여 TFSI(Temperature Fluid 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수냉각판 구조 해석모델의 생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였다. 
구조 모델의 해석형식은 Dynamic-implicit로 설정하였으며, 냉각판의 측면을 고정(fixity)면으로 하고,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x, y, z 병진성분만을 고려하였다. 냉각판의 물성은 알루미늄 6061의 
탄성계수 E=68.9GPa, 프와송 비 =0.3과 밀도 =2770 kg/m3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체와 접하
는 냉각판 내부 면을 FSI 경계면으로 설정한 후, 4면체 요소(element)로 격자생성을 하였으며, 생성된 
격자수는 103,528개이다.

냉각수의 3차원 과도 유동해석을 위한 유체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유동은 열전달이 있는 비압축성으로 
가정하고 난류모델은 SST모델을 사용하였다. 난류점성계수의 계산을 위한 난류모델인 SST(Shear 
Stress Transport)모델은  모델과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서, 벽근처에서는  모델이 
사용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델이 사용된다. SST모델은 역압력구배로 인한 유동박리(flow 
separation)의 예측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모델의 사용으로 난류 열전달 해석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벽 근처 난류유동해석의 정확성을 높일수 있다. 

유체모델 내의 냉각판 모델은 구조모델과 동일한 알루미늄 6061이며, 정압비열 =875 J/kgK, 밀도 
=2770 kg/m3, 열전도계수 =177 W/mK를 물성으로 적용하였으며, IGBT 소자 면적에 2.5kW의 열부
하를 열유속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냉각수의 물성은 25℃의 물의 점성계수 =0.000855 
Ns/m2, 정압비열 =4179 J/kgK, 밀도 =1003kg/m3, 열전도계수 =0.613 W/mK을 사용하였으며, 입
구에는 10, 20lpm의 유량을 유속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냉각수 유체모델의 입출구를 제
외한 면을 FSI 경계면으로 설정한 후, 4면체 요소로 격자생성을 하였으며, 생성된 격자수는 85,794개이
다. 

  

(a) 수냉각판 구조모델 격자

(b) 수냉각판 유체모델 격자
그림 3. 2병렬 IGBT 양면부착 수냉각판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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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그림 4는 냉각수 유량이 10lpm인 경우의 냉각판과 냉각수 온도변화와 냉각수 유동속도 및 압력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IGBT에서 공급된 열은 냉각판을 통해 내부에 
유동하는 냉각수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IGBT가 부착된 중앙부의 온도가 냉각판 벽면과 
관로내부에 있는 휜에 의해 냉각수 유동관로를 유동하는 냉각수로 전달되어 냉각수 입구측의 대각선 방
향으로 온도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냉각수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는 50[℃] 전후로 확인되
었다. 

그림 4(b)는 냉각유로를 유동하는 냉각수 유동 속도 및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냉각수 유동속도
의 경우 냉각수가 내부 휜 사이로 유동할 때 최대 1.78[m/s]로 해석되었고, 냉각수가 냉각수 입구로 
유입되어 관로를 유동하는 동안의 압력차는 최대 3733[Pa]의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수냉각판의 
설계시 계산되었던 압력차보다 다소 증가된 결과이며, 이는 설계시 휜 형상을 굴곡이 없는 휜으로 가정
하여 압력강하를 계산하여 발생된 오차로 보인다. 

(a) 냉각판 및 냉각수의 온도분포

(b) 냉각수 유동속도 및 압려강하
그림 4. 10kW급 2병렬 IGBT 양면부착 수냉각판 해석결과(유량 = 10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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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면에 각각 2병렬 IGBT를 부착할 수 있는 수냉각판에 대해 유량 10, 20[lpm]에 대
해 범용프로그램인 Adina를 이용하여 삼차원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내부 이중굴곡 구조의 휜의
수냉각판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다. 해석결과, 냉각수의 입구유량을 10lpm로 가정한 경우, 냉각판과 
냉각수의 최고 온도는 135.2℃였으며, 냉각수의 최고 유속은 0.6m/s, 유동 압력손실은 603Pa로 해석
되었다. 또한 냉각수의 입구유량을 20lpm로 가정한 경우, 냉각판과 냉각수의 최고 온도는 107.1℃였으
며, 냉각수의 최고 유속은 1m/s, 유동 압력손실은 3733Pa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IGBT소자의 작동 허
용온도인 1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본 연구의 수냉각판은 냉각수 유량을 20lpm이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이중굴곡 구조의 휜에 의한 유동 압력손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직각 휜을 사용
하는 것보다 이중 굴곡 구조의 휜이 열전달 증진과 함께 열성능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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