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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다양한 전자드라이버 기술의 발전 차량의 안,

전성 보강 및 운전자의 다양한 기능적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전자제어를 통한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편의기능 증대 등에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차량 기능의 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의기능 중에서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감각적으로

쉽게 인지하는 부분이 차량시트 부분으로 운전,

중 운전자 및 승차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편의사

양 중 대표적인 부분이다 차량의 고급화 고신뢰. ,

성화 화 등에 의해 시트 부분에서의 편의기능이, IT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급차를 중심,

으로 온도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통풍 시스템이 주요한 편의기능으로 대두되고 있

다 이미 세계적인 냉각 시스템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차량에 적용하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고급차를 중심으로 적용이 시작

되었고 많은 운전자로부터 그 기능의 우수성을,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차량시트 부분의 사양 발전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차량의 부가가치 향상,

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시트의 고기능화이기에

향후 그 적용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양토출 팬 블레이드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전산유체역학 을 이용한 팬 블레이드 특성해CFD( )

석 통풍팬 블레이드의 최적설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팬블레이드 해석2. CFD

양토출 통풍팬의 정압과 풍량을 전산유동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

확한 경계조건의 설정과 적절한 계산 격자의 생성

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토출 통풍팬의.

정확한 전산 해석을 위해서 경계조건으로는 운동

격자 방법과 미끄럼 격자 인터페이(Moving mesh)

스 방법을 이용하였다(Sliding Mesh Interface) .

운동 격자는 말 그대로 팬의 회전차 의 회전(Blade)

을 그대로 묘사하여 계산 격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이는.

부분 과 정지 부분(Rotating domain) (Stationary

사이의 물리량을 매 계산 시간 마다 주고part)

받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미끄

럼 격자 인터페이스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1

은 전체 계산 영역과 움직이는 격자를 나타낸 것이

다.

양토출 통풍팬의 경계조건과 계산 영역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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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동해석의 경계조건으로는 입구(Inlet)

에는 범위의 풍량을 설정하였으며0.1~0.7 CMH ,

출구 에는 정압조건으로 대기압 조건을(Outlet)

설정하였다 팬의 회전속도는 으로 설정. 3530 RPM

하였고 회전차의 움직임은 도 마다 회전하도록하2

여 비정상 해석 시간 간격은(Unsteady Analysis)

로 설정하였다0.094 msec .

팬블레이드최적설계3.

팬의 외경 외에 팬의 성능과 소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팬 날개의 주요 설계 인자로서는

입구각 출구각 코드 길이 그리고 날개의 개수임, ,

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팬 날개의 최적화를 개의 인자에 수준으로 할4 3

수 있는 다구치표에 대해서 인자들과 각 인자들L9

의 수준을 정하여 최적화를 하였다 주요 인자에.

대한 인자 범위는 에 나타내었다 인자Table 1 .

범위의 설정 기준은 기존품을 기준으로 하여 수준3

으로 상하로 전개하였다 또한 인자들을 기준으. ,

로 하여 총 개의 팬을 만들었으며 에 나타내9 Fig.2

었다.

Table 1 양토출 통풍 팬의 날개 설계 인자 및 수준

다구치 인자표에 따른 팬 모델Fig.2 L9

개의 팬 모델을 각각 그리고9 0.3, 0.4 0.5

의 유량 조건에서 전산유동해석 및 전산유동소CMM

음해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 Fig.3

다 에서 보면 각각의 팬의 성능 곡선의. Fig.3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량 정압 선도Fig.3 -

최종적으로 위의 팬 성능해석 결과를 토대로 아래

와 같이 최적설계에 의한 최적인자 및 형상 설계를

확정 하였다 은 기존팬과 최적설계 된 팬. Fig.4

중앙단면 정압분표 해석결과이다.

Table 2 최적설계에 의한 최적 인자 및 형상

팬 중앙단면 정압분포 해석결과Fig.4 (0,3 CMM)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냉방 시트 팬 개발을

위하여 팬 블레이드 해석 팬 블레이드 최적설, CFD ,
계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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