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26 -

1. 해석 모델

면상 발열 히터는 그림 1과 같이 냉각수의 입출구와 냉각

수를가열할수있는발열체와열전달을위한부품들로구성

되어 있다. 면상 발열 히터는 그림2와 같이 발열체가 위치한

플레이트와 Fin을 통해 냉각수로 열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그림 1 면상 발열 히터 해석 모델

그림 2 면상 발열 히터 열전달 구조

해석모델은냉각수와맞닿아열전달을수행하는 Fin의 구

조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두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a) 기본모델 (b) 수정모델
그림 3 해석모델

기본모델은냉각수유입부와토출부의면적과후단의면적

이동일한형상이며수정모델은유입부와토출부로부터후단

으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2. 히터 열유동해석

2.1 해석조건

냉각수유입온도 0 ℃, 냉각수 유량 10 lpm, 히터 소비전력

2 kW의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외부와의 열교환은

없다.

Fin 형상에 따른 냉각수 가열 히터 성능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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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자동차용배터리의내구성및성능확보를위해배터리의온도를관리하는것은중요하다. 특히겨울철낮은온도는
배터리의용량을저하시켜주행거리감소를야기하기에배터리의온도를높이기위해냉각수를가열하여배터리온도를
관리한다. 냉각수를가열하기위한히터는발열체로부터냉각수로의열교환이잘이루어져야하며같은발열량으로많
은열교환을하는히터가효율이높다. 또한히터는냉각수흐름에따른차압도낮게유지되어야한다. 이는냉각수유동
시스템의전력소모를줄여전기차의주행거리감소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는면상발열히터에적용되는
두종류의 Fin 구조에따라히터에유입되는 냉각수의차압의변화와 냉각수의온도 변화를관찰하였으며, 모든 해석은
외기와의 열전달은 없으며 대기압 조건에서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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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Al EG50
Density[kg/m3] 2702.0 1089.6

Specific heat[J/kg․K] 903.0 3240.45
Thermal conductivity[W/m․K] 237.0 0.41065

Dynamic viscosity[Pa․s] 0.00898

표 1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

2.2 해석결과

히터의 해석 결과 기본모델의 냉각수에서 나타난

최대온도는 47.37 ℃이며, 냉각수 입출구의 차압은

2,312 Pa로 나타났으며, 수정모델의 냉각수에서 나타

난 최대온도는 35.208 ℃이며, 냉각수 입출구의 차압은
1,600 Pa로 나타났다.

온도 분포 형상을 보면 기본모델은 유입부와 토출부

와 가까운 부분의 온도가 가장 낮으며 온도가 낮은 부

위와 높은 부위의 경계가 수정모델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수정모델은 발열부위

대체적으로 온도가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 냉각수 온도분포

(b) 냉각수 압력분포
그림 5 기본모델 해석결과

(a) 냉각수 온도분포

(b) 냉각수 압력분포
그림 6 수정모델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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