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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vehicle is traveling, the deformation caused by friction continued with the ground is 
made to occur because the tire is the composite material of a viscoelastic. Part of the deformation 
energy is converted into heat energy as Hysteresis and temperature inside the tire rises. The gen-
erated heat is shed to the outside through the convection and evangelism. Increase in the internal 
temperature of the tire is difficult to ensure the safety of vehicle by damage to the tire during 
driving. Recently, Even when the tire is damaged, it is designed to be possible to driving in case of 
run-flat tires but the fact i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for the synergistic effect of heat 
release inside the tire by the side reinforcement is necessary. In this study, b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applying the cooling fins to the tire sidewall, it is intended to check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shape of the cooling fins and th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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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고무(Rubber)와 코드(Cord), 
철사(Steel)등의 복합재료인 점탄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어는 차량이 주행할 때 지면과의 지속적

인 마찰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변형 에너지

의 일부는 차량 하중에 의하여 반복적인 인장과 압

축을 통한 이력현상(Hystetesis)으로써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타이어 내부 온도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발생된 열은 전도와 대류를 통해 

외부로 발산하게 된다. 최근에는 타이어 안전성을 

높인 런플랫 타이어의 경우 파손 시에도 주행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사이드 보강

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열 방출이 더 어

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드월의 

온도 저감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물체의 열전달 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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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을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형상이 복잡

한 경우에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타이어 열전

달 문제를 다룬 논문을 살펴보면 Ebbott1)는 재료 

특성 및 모델링 구성에 따른 타이어의 회전 저항 및 

정상 상태의 온도 분포에 대한 예측 방법을 유한요

소법을 통해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였고, Tian2)는 주

행 중 이력현상과 차량의 부하, 속도, 주행 환경에 

따른 타이어의 온도 영역을 평가하는 유한요소법을 

통해 기법을 정립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타이어 

열전달해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박창권4)은 주행 중 타이어 내부의 온도분포 해석을 

유한요소법을 통해 계산하였고, 이한울5)은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의한 회전하는 

타이어의 온도 상승 예측하는 이론 및 방법에 대해 

정립하였다. 또한 정경문6)은 트레트 패턴 형상에 따

라 스무스(Smooth)타이어와 패턴(Pattern타이어의 

온도 예측 방법을 유한요소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어 사이드월에 냉각핀을 적용

함으로써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냉각핀 형상

에 따른 타이어 사이드월의 온도 저감 효과를 수치

해석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지배방정식
타이어 사이드월의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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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량 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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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보존방정식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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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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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난류운동에너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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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류 소산율 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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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항으로 다음

과 같다.

  












 


   (7)

 본 해석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 상수는 다음과 

같다. =1.44, =1.92, =1.0, =1.3이며, 와

류 점성 계수는 다음의 관계식을 사용한다.

 

 


                             (8)

타이어 사이드월의 3차원 비정상 상태 대류열전

달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연속방정식













       (9)

(7) 운동량 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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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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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방향 :  


 


 



 







 



 



 

       (12)

(8) 에너지 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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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상 설계
냉각핀 형상에 따른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영역을 결정하였다. 타이어 전체에 대한 

형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시간도 오래 걸리며 격

자의 균일성과 조밀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

산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 형상에 따른 온도 저감 효과

를 확인하고자하기 때문에 형상을 단순화하여 사이

드월의 일부만 표현하였다. 다음 Table 1에 평면과 

핀의 크기를, Fig 1에 설계된 형상을 나타내었다.

l h w
Plate 60 16 20
Fin 15 1 1

Table 1 Geometry sizing

(a) Case_1
 

(b) Case_2

(c) Case_3 
 

(d) Case 4
Fig. 1 Sidewall simple models

2.2 격자 구성
타이어 표면과 외부 대기 영역의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타이어(Solid)와 대기(Fluid) 사이

의 접촉면에서 열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계면 부근은 격자(Mesh)를 조밀

하게 구성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a) Case 1
 

(b) Case 2

(f) Case 3
 

(g) Case 4
Fig. 2 Meshing

본 연구에서는 격자를 생성하는데 육면체(Hexa- 
hedron)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

었다. 평균 격자점(Node)의 수는 약 24만개이다.

2.3 경계 조건 설정
Fig 3, 4는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드

월 표면으로 차량 주행환경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25℃ 공기가 20m/s 유속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어 

회전을 고려하여 유입 방향을 20°로 설정하였다. 또

한 타이어 내부 열발생은 내부 표면에 Heat Flux = 
20,000 W/m2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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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undary conditions (Side view) 

Fig. 4 Boundary conditions (Aerial view)

2.4 온도분포 해석
다음 Fig 5는 표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핀 형상에 따라 표면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냉각핀이 있는 Case 2~4가 냉각핀이 없

는 Case 1보다 표면 온도가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냉각핀으로 인해 핀 후부에 와류(Vortex)
가 형성되어 대류열전달이 더 활발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Surface)

다음 Fig 6은 표면에서의 속도(Velocity)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냉각핀이 없는 경우 최대 속도는 

경계조건의 20m/s로 계산되었고, 냉각핀이 있는 형

상의 경우 최대 26m/s까지 계산되었다. 이는 냉각핀

으로 인한 핀 후부의 와류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냉각핀 형상에 따라 유동에 따른 핀 후부의 

와류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온도 또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a) Case 1

(b)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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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d) Case 4
Fig. 6 Velocity distribution (Surface)

Fig 7은 시간에 따른 각 Case의 표면(Surface)에
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냉

각핀이 없는 Case 1은 초기에 급격한 온도상승률을 

보이며 표면온도 또한 77.2℃까지 올라가는 반면, 
냉각핀이 있는 Case 2~4의 경우 초기 온도상승률도 

완만 상승률을 보이며, 표면온도 또한 낮은 것을 확

인하였다.
Table 2는 각 Case의 표면에서 최고 온도 값을 

나타냈으며, 온도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냉각핀이 

없는 Case 1을 기준으로 하였다. 냉각핀이 있는 

Case 2~4의 경우 냉각핀이 없는 Case 1에 비해 약 

65~74%정도의 온도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7 Temperature rise (Surface)

Maximum 
temperature (℃)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

Case 1 77.19 100
Case 2 56.60 73.3
Case 3 50.78 65.8
Case 4 55.25 71.6

Table 2 Temperature distribution (Surface)

3. 결  론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타이어 사이드

월의 온도 저감을 위한 냉각핀 형상에 따라 타이어 

외부표면의 온도 저감 효과를 계산하였다. 해석결과 

냉각핀이 적용된 경우 핀 형상에 따라 최대 65.8%
에서 최소 73.3%까지 타이어 표면 온도가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어 사이드월의 온도 저감 효

과를 위해 사이드월에 냉각핀을 적용함으로써 표면 

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최적화된 

냉각핀을 적용함으로써 타이어 사이드월의 온도 저

감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아가 실험계획법과 표면반응분석법을 통한 냉각핀의 

최적화 형상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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