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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공간환기용 축류팬에 사용되는 폐형 모터의 

열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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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reliability of the closed-type BLDC motor for the high speed 

axial fans is analyzed by a numerical method in this dissertation. Since the module and the 

motor part are combined in a closed case, the heat generated from a rotor in the motor and 

the electronic components in the PCB module can not be effectively removed to the outside. 

Therefore the module will easily fail by high temperature. The accelerated-life testing was 

accomplished to formulate the life equation and numerical method is used to predict the 

inside temperature of the PCB module, which is one of the life equation parameter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The experiment for measuring the surface heat flux of the electronic 

components is carried out to apply the boundary condition of numerical study. When the 

envirionment temperature of BLDC motor is 21, 35 and 50℃, the temperature in the PCB 

space is predicted as 73.4, 87.5 and 102.4℃. Then the life time with the temperature are 

calculated as 2,239, 863 and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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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축류팬은 환기, 배기  통풍 등의 목 으로 

사용되는 유체기계로서 가 제품, 자동차 엔진 

등에 쓰이는 소형 팬으로부터 공장, 터 , 지하철 

등의 환기에 쓰이는 형 송풍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호텔로비, 규모 실내 체

육   박물  등과 같은 공간의 온도성층화 

방지  환기성능 개선 등을 목 으로 리 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가 없는 BLDC(Brushless DC) 

모터를 채용한 가변풍량형 축류팬이 개발되고 있

다. BLDC 모터는 진동  소음이 작아 호텔이나 

박물  등의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축류팬에 

합하며 일반 으로 신뢰성이 높다. 한 일정속

도  속도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에 지 감 

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BLDC 모터는 일반 으로 모터부와 PCB 모듈부

가 폐구조 일체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BLDC 

모터 운 시 모터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여 고온열에 의해 PCB 자부품이 

고장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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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 fan parts

(b) BLDC motor parts

(c) Dimensions of BLDC motor

Fig. 1  Schematics of axial fan and BLDC 

        motor[unit:mm].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의 고장 메커니즘을 분석

하고, 이를 설계에 반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가속수명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도출한 수명식으로 

해당제품의 열신뢰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자

부품이 운 되는 내부온도에 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자제품 내부온도

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본 연구모델

인 BLDC 모터의 경우 실험 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며, 주  환경에 따라 내부온도 한 변화

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인 방법을 이용하여 

BLDC 모터가 축류팬에 설치되어 운 될 때 주

온도에 따른 PCB 내부온도를 측하 다. 

한 모터 주 온도와 PCB 내부온도와의 상 계

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도

출한 PCB 내부온도에 따른 수명식을 모터 주

온도에 따른 수명식으로 치환하여 수명을 분석하

다.

2.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 연구모델로 채택된 BLDC 모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에서 보듯이 축류

팬(axial fan)은 팬 이스(fan case), BLDC 모터,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며 이  BLDC 모터는 

축류팬을 구동시키는 구동부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인 BLDC 모터의 모델명은 

MB1-8855-J01이며 Fig. 1(b)에서 보듯이  스테

이터(stator), 코일(coil), 로터(rotor), 인  이

트(inner plate), PCB 모듈  백커버(back 

cover)의 일체형 폐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모델로 사용된 BLDC 모터는 Fig. 1(c)와 

같이 길이 200 mm, 직경 110 mm의 치수를 가지

며 정격 회 수는 5,000 rpm, 가변 회 수는 

2,000 ～ 5,000 rpm의 범 를 갖고 있다.

3. PCB 내부온도에 따른 BLDC 모터의

  수명식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고려된 

BLDC 모터의 경우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구한 

고장데이터  아 니우스 수명-스트 스 계식

을 이용하여 PCB 내부온도에 따른 BLDC 모터

의 수명식을 도출하 으며 수명식은 다음과 같

다.
(2)

   
×  ×  


(1)

  여기서, Tin[℃]은 열신뢰성 분석의 상이 되

는 PCB 내부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BLDC 모

터의 수명식은 PCB 내부온도의 함수로 표 되며 

수명과 온도는 서로 반비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PCB 내부온도 측을 한 열  유동 

수치해석

4.1 해석 역

  고속 축류팬에 설치된 BLDC 모터 주 의 유

동  내부 온도를 측하기 한 해석 역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해석 역을 살펴보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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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s of the solution domain in 

the present study.

조건 설정의 타당성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보

장하기 하여 실제 축류팬의 입구  출구를 연

장하 다. 따라서 총 해석 역은 길이 1,754 mm 

 직경 203 mm의 치수를 갖고 있으며 임펠러 

회 에 의해 기류가 흡입면(suction face)을 통해 

유입되며 임펠러  고정익(stator)에서 압력이 

상승되고 기류의 직진성이 보장되어 토출면

(discharge face)을 통해 유출된다. 이때 고정익

을 지난 기류는 BLDC 모터 이스 주 를 흘러 

모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4.2 지배방정식

  수치해석을 해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

정식, 운동량방정식, 난류운동에 지방정식  난

류운동에 지 소산율방정식을 사용하 다. 그리고 

난류모델로는 RNG k- ε  모델을 사용하 다.
(3,4)

4.3 경계조건  격자계

  고속팬용 폐형 BLDC 모터의 기류  온도

를 해석하기 한 경계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흡입면에는 압력경계조건이 용되었으며 

토출면에서는 출구경계조건이 사용되었다. 임펠

Location Condition

suction face Tin=21, 35, 50℃ 

discharge face outflow

momentum source
 ××× ,

  

wall    

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the model 

adopted in the present study

(a) schematics of experimental setup

(b) locations for measuring the surface 

       temperatur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surface temperature

러 회 에 의한 운동량 상승은 내부 운동량의 생

성항으로 처리하 으며, 각 벽면에서는 착조건

을 용하 다. PCB 자부품에서 발생되는 내

부 발열 조건은 앞에서 열유속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 내부 발열 조건으로 부여

하 다.

5. 수치해석의 타당성 평가

5.1 온도해석 타당성

  PCB 자부품의 표면온도분포를 측정하기 

한 실험 장치를 Fig. 3과 같이 축류팬(axial fan), 

BLDC 모터, 하이 리드 코더(hybrid recorder) 

 열 (thermocouple)로 구성하 다. 열 를 

PCB 자부품 표면에 부착하여 모터를 운 시킨 

후에 하이 리드 코더를 이용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하 다. 한 수치해석은 PCB만을 해석 역

으로 설정하여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해석

을 수행하 다. 이때 실내 조건은 온도, 상 습도 

그리고 기류속도가 각각 24.5 ℃, 40 % 그리고 0 

～ 0.01 m/s이었으며 정상상태 도달 후 1분 간격

으로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하 다.



- 497 -

Fig. 4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of the 

electronic components by experimental 

and numerical methods.

   실험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각 자부품 

치별 표면온도 그래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반 으로 1 

～ 2℃정도 높게 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각 자부품의 물성치 차이와  열 항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오차는 최  10%

이내에서 비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온도 측은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5.2 유량해석 타당성

  본 연구에서 고려된 축류팬의 회 수별 토출 

풍량을 측정하기 한 실험장치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본 실험장치는 KS규격(KS B 6311)에 의

거하여 피 시험팬의 입구 정압과 출구 정압을 모

두 동일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등압형 실험

장치를 사용하 다.(5)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discharge air flow of the axial fan 

with rotational speed.

Fig. 6  Discharge air flow rate with rotational 

speed by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BLDC 모터의 회 수에 따른 토출풍량을 실험 

 수치 으로 도출하여 각각의 값을 Fig. 6에 

나타내었다. 토출유량 측정은 2,200, 3,000, 3,500, 

4,000, 4,500  5,000 rpm의 6가지 경우의 회

수에서 측정하 으며 수치해석은 2,200, 3,000, 

4,000  5,000 rpm의 4가지 경우의 회 수에서 

수행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회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출 유량은 비교  선형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800 ～ 2,000 CMH의 유량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 으로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가 실험

에 의한 결과보다 다소 낮게 측되고 있는데 이

는 실험오차, 수치해석 오차  임펠러 형상 차

이에서 오는 오차로 기인되고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실험과 수치해석의 오차는 최  8 % 이

내이며 정성 인 경향이 거의 일치하고 정량 인 

값도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유량 측은 타당하다고 단된다.

6. 결과  고찰

6.1 주  온도에 따른 PCB 내부온도

  본 연구에서는 고려된 주 환경은 크게 3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기존 연구에 결과에 의하면 

일반 으로 지하주차장의 실내온도는 21℃, 공

간 천장 역의 온도는 35℃ 그리고 제조 공장 

천장 역의 온도는 50℃로 검토된 바 있기 때문

에 이에 근거하여 BLDC 모터 PCB 내부 온도를 

측하 다. 

  먼  주 온도가 21℃인 경우 PCB에 부착된 

자부품의 표면온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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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품의 표면온도는 약 50 ～ 110℃ 정도로 

측되며 캐패시터, 써미스터, 시멘트 지스터와 

필름 캐패시터의 표면온도가 다른 자부품에 비

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부품들은 

열 도계수가 다른 자부품에 비해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열이 원활하게 달되지 못하여 온

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력방향 하

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표면온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는데 이는 PCB 내부는 폐된 공간이

기 때문에 자연 류 열 달의 특성이 강하여 부

력 효과에 의해 고온 공기가 상부로 이동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같은 캐패시터라 하더라도 상부 

캐패시터의 표면온도가 하부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에는 방

열 이 부착되어 있고 방열 은 외부의 BLDC 

모터 이스와 되어 있으며 방열  재질과 

모터 이스 재질은 열 도계수가 높은 알루미늄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와 다이

오드에서 발생된 열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공기에 

의해 냉각되어 원활하게 제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CB 내부온도 Tin은 다음과 같이 PCB 내

부 공기의 체 평균온도로 정의된다.

 






(2)

  여기서 Tin은 PCB가 존재하는 내부공간의 내

부온도를 나타내고 G는 PCB 내부공기 체 을 

나타내며 Gi   Ti는 각각 내부공기의 각 격자

역에서의 체   온도를 나타낸다. BLDC 모터 

주 공기온도가 21℃일 때, PCB 내부온도(Tin)를 

계산한 결과 약 73.4℃로 측되었다.

  한 BLDC 모터 주 온도가 35℃일 경우 

PCB 자부품의 표면온도를 Fig. 8에 나타내었

다. 자부품의 표면온도는 약 80 ～ 120℃ 정도

로 측되며 마찬가지로 캐패시터, 써미스터, 시

멘트 지스터와 필름 캐패시터의 온도가 다른 

자부품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BLDC 

모터 주 공기온도가 35℃일 때, PCB 내부온도

를 계산한 결과 약 87.54℃로 측되었다.

  마지막으로 BLDC 모터 주 의 공기 온도가 

50℃인 경우 이때 PCB 자부품의 표면온도를 

측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자부품의 표면

온도는 약 90 ～ 130℃ 정도로 측되며 마찬가 

Fig. 7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PCB module with the ∞  of 

21℃.

Fig. 8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PCB module with the ∞  of 

35℃.

Fig. 9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PCB module with the ∞  o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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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캐패시터, 써미스터, 시멘트 지스터와 필

름 캐패시터의 온도가 다른 자부품에 비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BLDC 모터 주 공기온도가 

50℃일 때, PCB 내부공기의 평균 온도를 계산한 

결과 약 102.4℃로 측되었다.

  BLDC 모터로 유입되는 주 공기의 온도에 따

른 PCB의 내부온도는 주 온도가 21℃의 경우 

73℃로 증가하며 이후 주 온도가 35℃  50℃

로 증가함에 따라 PCB 내부온도 한 각각 87.

5℃  102.4℃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모터 주 온도 상승에 따라 PCB 내부온

도 상승이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선형화된 방정식으로 표 하면 다음

과 같다.

 ∞ (3)

6.2 모터 주 온도에 따른 BLDC 모터의 열신

뢰성 분석

  BLDC 모터의 설치 환경에 따른 PCB 내부온

도를 측하 으며 모터 주 온도와 PCB 내부온

도와의 상 계를 식(3)과 같이 도출하 다. 따

라서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도출된 PCB 내부온도

에 따른 수명식 식(1)에 식(3)를 입하면 다음과 

같이 BLDC 모터 주 온도에 따른 수명식으로 

치환할 수 있다.

   
×  × ∞ 


  (4)

  즉 식(4)의 수명식을 사용하면 PCB 내부온도

를 측하지 않고도 본 연구모델 BLDC 모터의 

수명을 도출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식(4)를 이용

하여 앞에서 고려된 주 환경에 따른 BLDC 모

터의 열신뢰성을 분석하 다. 주 온도는 21℃인 

경우 PCB 내부온도는 73.4℃으로 측되며 수명

은 2,239 [h]로 계산되었다. 한 주 온도는 3

5℃인 경우 PCB 내부온도는 87.5℃으로 측되

며 수명은 863 [h]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모

터 주 온도가 50℃인 경우 PCB 내부온도는 

102.4℃으로 측되었으며 수명은 328 [h]로 계산

되었다. 모터 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LDC 

모터의 수명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모터 주 온도 증가에 따른 PCB 내부 온도 

한 선형하게 증가하여 열 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해서 운 되기 때문에 열화가 진되어 고장

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 인 방법을 이용하여 PCB 

내부온도를 측하 으며 PCB 내부온도에 따른 

수명식을 모터 주 온도에 따른 수명식으로 치환

하여 수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모터 주 온도가 21, 35  50℃일 때 PCB 

내부온도는 각각 73.4, 87.5  102.4℃로 측되

었다.

  (2) 모터 주 온도와 PCB 내부온도의 상 계

를 통해 모터 주 온도에 따른 수명식은 

   
×  × ∞ 


로 

도출되었다.

  (3) 모터 주 온도가 21, 35  50℃일 때 도출

된 수명은 각각 2,239, 863  328 [h]로 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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