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력연구센터 김종무 책임연구원  Email: kimjm@keri.re.kr

[K-06]

직축구동 전기차용 인버터 및
차량주행제어기

기술개요

주요내용 및 우수성

활동분야(시장성 및 사업성)

기술의 특징

직축구동 전동기 2대 동시 구동용 최대 30kW급 인버터

좌우 전동기의 토크제어 및 주행제어 기능을 내장한 차량주행제어기

전륜에 인엑시스전동기 및 후륜에 인휠전동기를 장착 직축구동 전기자동차

4바퀴 독립 구립구동 가능한 직축구동 전기자동차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희토류 영구자석의 사용량 저감기술을 적용한 인휠전동기 채용

고희토류 영구자석이 없는 비접촉 전원을 적용한 권선형동기 전동기 채용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제어기술

전기자동차 상위제어기 기술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 설계 기술

인휠전기자동차, 좌우 독립 토크제어 전기자동차

퍼스널모빌리티 차량, 전기동력 기반 자동차

희토류 저감 또는 없는 전동기 적용 전기차동차 

직축구동 전기자동차는 각 바퀴마다 전동기로 구동하는 독립구동형 전기자동차임

좌우 바퀴의 각 전동기를 1대의 인버터로 구동하여 제어 및 설치가 용이함

전동기 4대, 인버터 2대, 배터리 및 차량주행제어기로 구성된 전기자동차

희토류 영구자석 사용량을 저감한 전동기 기술 적용 직축구동 전기자동차

<2대 전동기 동시구동 인버터> <차량주행제어기> <직축구동 전기자동차> <직축구동 전기자동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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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축구동 전기차용
영구자석저감 인휠 전동기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기술의 특징

효율 비교 해석 (HWFET조건)

고속 주행 효율 우수

100Km/h 주행시 약 30% 출력 밀도(kW/kg) 향상

기술개요

주요내용 및 우수성

활동분야(시장성 및 사업성)

대부분의 전기자동차는 내연 기관을 전동기와 
감속기로 교체한 형태임
직접 구동 전동기를 바퀴에 부착한 방식은 바퀴가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여 차량의 동특성 및 
안정성 향상이 가능함
기존 엔진룸 공간을 별도의 수납 공간 또는 추돌 
사고시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함

In-wheel 구동 시스템

가장 진보된 EV용 견인 전동기로 판단됨

차량 디자인 유연성 확보/설계 패러다임의 변혁 

4WD 경우 기존 대비 15~30% 경량화

일충전 주행 거리 향상 및 차량 안전성 향상

상당수의 미래형 차량 In-wheel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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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활성화된 기업은 In-wheel 관심도 높으며 차세대 EV 구동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EV용 구동 전동기는 영구자석 전동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EV용 구동 전동기 전세계 시장은 2020년경에 8.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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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축구동 전기차용 권선형
전동기와 비접촉 전원 공급장치

기술개요

주요내용 및 우수성

활동분야(시장성 및 사업성)

권선형 전동기(WRSM)에 계자제어 가능한 비접촉 전원공급장치 (CPS) 적용

전기자동차 구동용 전동기로 개발
- 바퀴 축 내에 인엑시스(In-axis) 형태로 전동기를 장착하여 추진전동기로 사용
- 2개의 인엑시스 전동기를 적용할 경우, 2개의 차륜을 독립적으로 구동하여 
  차량의 동역학적 특성 개선 가능

- 희토류계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전동기
- 슬립링과 브러쉬를 대체한 비접촉 전원공급장치를 통해 넓은 속도범위에서  
   계자 전류 제어로 효율 향상

기술의 특징

무선 통신을 통한 계자 자속을 제어하는 신개념의 권선형 동기 전동기 

축에 연결된 전동기는 각각의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동특성 및 

안정성 향상될 수 있음

비접촉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므로, 슬립링과 브러쉬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음

WRSM

WRSM

CPS

Controller

CPS

Gear WRSM

[차체 하부 In-axis 형태의 WRSM 및 제어기(Controller)]

보유기술 및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축적된 전동기/제어기 설계 기술

다물리 및 다학적 해석 및 분석 기술 (전기회로/자기회로/열/기계구조)

전동기/제어기 특성 시험 기술

대상 추진 시스템 구동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형 전기 구동부 개발

응용분야

- 전기자동차 구동용 시스템

- 선박 및 무인항공기 구동용 시스템

- (희토류)영구자석을 사용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구동 시스템

이전 가능 기술

- 추진 시스템용 전동기/제어기/비접촉 전원 공급장치 설계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