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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HVAC Case의 동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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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dynamic analysis of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heater case 
which consists of heater and evaporator unit for passenger car. To analyz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HVAC heater case, finite element model which consists of shell elements is constructed for modal 
analysis and experimental mod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evaluate of validity of finite element model. After identifying 
mode shape and natural frequency of HVAC heater case, local stiffness of HVAC case is evaluated 
through point mobilit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

1) 
1. 서  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안

락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는 엔진 및 현가 장

치 등에 대한 진동 및 소음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실내 진동 및 소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자동차 공조 시스

템은 Fig. 1과 같이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system, cooling module, compressor
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매를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자동차 실내의 냉방 및 제습

을 담당한다. 동시에 고온의 엔진을 이용한 난방을 

통하여 자동차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

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진동 및 소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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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cooling module에 장착된 fan과 

compressor에 국한되어 있으며, HVAC system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HVAC system은 

HTR.(heater), EVA.(evaporator), BLWR.(blower)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와 같이 instrument 
panel 안쪽의 차량 중앙에 장착되어 있다. 이 시스템

을 통하여 자동차의 냉난방을 위한 공기가 자동차 실

내로 공급된다.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은 HVAC 
system으로 전달되어 HVAC system case 표면을 

진동시키게 된다. 이러한 case표면 진동은 방사 소음

을 유발하므로, 차량의 NVH(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문제를 야기하여 자동차 승차감에 큰 영

향을 준다(1).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HVAC system의 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

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HTR unit과 EVA 

unit이 통합되어 있는 semi center type의 HVAC 
HTR unit case의 동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HVAC 
HTR unit case의 주요 진동 모드는 방사 소음의 주

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



육 지 용 · 차 용 길 · 임 정 수 · 김 광 일 · 강 성 호

102/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19 권 제 1 호, 2009년

(finite element analysis)과 실험적 모드 해석(experi-
mental modal analysis)을 이용하여 HVAC HTR unit 
case의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모델링 항목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한 요소 모델(finite element model)을 구성하

였다. 이후, 유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유한 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또

한, 입력점 강성 해석(point mobility)을 이용하여 

HVAC HTR unit case의 표면 rib에 의한 동특성의 

변화와 표면 강성을 해석과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

다.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pre 
processor로 Hypermesh를 사용하였으며, 유한 요소 

모델을 해석하기 위하여 Nastran을 사용하였다.

Compressor 

Cooling Module

HVAC System 

Fig. 1 Climate control system for passenger car

HVAC System

Instrument Panel

Fig. 2 Location of HVAC system in passenger car

 

HTR Unit 
BLWR Unit 

Fig. 3 Semi center type HVAC system

2. Modal Analysis

2.1 HVAC HTR Unit Case
이 연구에서 사용된 승용차용 HVAC HTR Unit 

Case는 Fig. 4과 같이 right, left, lower case와 

separator의 4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질은 

PP(polypropylene) talc재이다. Right 및 left case는 

내부에 door가 설치되어, 차량의 defroster와 vent로 

바람을 배분한다. Lower case는 EVA. 및 HTR. 
core를 지지하며, rear console로의 바람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EVA. core에서 발생되는 응축

수의 유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separator는 실

내 온도에 따라 차량실내의 좌 ․우측 온도 및 바람

을 독립적으로 조절토록 하는 격벽이다(2).

2.2 Finite Element Analysis
(1) Finite element model
HVAC HTR unit case의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Table 1과 같은 유한 요소 모델링 항목을 선

정하였다. 이러한 모델링 항목을 통하여, shell 
element로 구성된 right, left, lower case, separator
의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Case의 국부적인 

taper 형상은 shell element 이용한 형상 모델링을 

통해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element의 두께를 

통해 taper 형상을 근사적으로 표현하였다. Case 
joint는 각 Case의 결합 부위를 의미한다. 형합 부위

의 형상은 shell element를 이용하여 그 형상을 구

현 하였다. Arm과 Boss는 right, left case의 좌 ․우
측에 위치하며, HVAC HTR unit case의 local 

Right case ①

Left case ②

Lower case ③

Separator ④

Fig. 4 HVAC HT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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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에 큰 영향을 주리라 예측되므로 모델링 항목

에 포함시켰다. Case rib은 HVAC HTR unit case
의 표면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형상을 

모델링 항목에 포함 하였다. 이러한, 모델링 방법을 

통해 구성한 right, left, lower case, separator는 

Fig. 5와 같다. HVAC HTR unit case의 유한 요소 

모델은 각 부품의 형합 부위를 node 공유를 통하여 

결합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유한 요소 

모델에 사용된 element는 4개의 node를 갖는 

Table 1 Finite element modeling criterion
Modeling criterion Modeling method

Taper shape Element thickness

Case joint Element thickness
Node to node share

Arm & Boss Hollow shaft

Right case
   

Left case

  
Lower case

     
Separator

Fig. 5 Finite element model for HVAC HTR unit 
case part

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HVAC HTR unit 
case

CQUAD4, 3개의 node를 갖는 CTRIA3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한 요소 모델의 element 수는 총 

62,274개 이다. 

(2) Normal mode analysis
Nastran을 이용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진행하였

다. HVAC HTR unit case의 재질은 PP Talc재 이

므로, Young’s modulus 2,500 Pa, Poisson’s ratio 
0.5, mass density 1.4E-6 kg/mm3을 사용하였다. 
HVAC HTR Unit Case의 mode shape을 규명하기 

위하여 Nastran의 SOL 103 normal mode analysis
를 이용하였으며, 경계 조건이 없는 free free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SPC는 사용하지 않았다.

2.3 Experimental Modal Analysis
(1) 실험 장치 구성

HVAC HTR unit case의 실험적 모드 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free free 조건의 modal test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장치는 정반 위에 설

치하여,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잡음 및 진동의 영향

을 최소화 하였다. 측정 장비로 LMS CADA X를 이

용하였으며, impact hammer(PCB 086C03)와 가속도

계(PCB 356B21)를 이용한 fixed point test를 수행 

HVAC HTR Unit Case 

Fig. 7 Experimental setup for modal test

Fig. 8 Modal Geometry of HVAC HTR un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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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속도계로 인한 mass loading effect가 최소

가 되도록 측정하였으며, 관심 주파수 범위는 1,024
Hz로 설정 하였다. 가속도 측정 지점은 형상을 충분

히 표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가속도 측정 지

점을 통해 Fig. 8과 같은 HVAC HTR unit modal 
geometry를 형성 하여, mode shape을 분석 하였다.

(2) Modal assurance criterion
식 (1)과 같은 MAC(modal assurance criterion)를 

통해 실험을 통한 모드 해석 결과와 유한 요소 해석 

결과의 근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Tiφ 는 

실험적 모드 해석을 이용하여 산출한 i번째 모드 벡

터이며, Ajφ 는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산출한 j
번째 모드 벡터를 의미한다. MAC의 값은 0과 1사

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근접할수록 두 모드 사이의 

연관성은 적어지며, 1에 근접할수록 두 모드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험을 통해 

얻은 mode shape과 해석을 통해 얻은 mode shape
을 MAC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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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jTi
T

Ti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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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TiMAC
φφφφ

φφ
φφ = (1)

3. Point Mobility

3.1 Direct FRF
일반적으로 MDOF(multi degree of freedom) 

system은 hysteric proportional damping 특성을 갖

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식 (2)와 같은 지배 

방정식을 갖는다.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함수

(frequency response function)는 inertance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modal 이론을 통해 식

(3)으로 표현 된다. ( )ωjkA 는 자유도 j, k에서 주파

수 응답 함수, inertacn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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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vector ( )ϕ 의 orthogonality의 특성을 이용하

여 식 (4), (5)와 같이 r번째 mode의 modal mass및 

modal stiffness를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mass 
normalization 과정을 거쳐 식 (6)의 mass nor-
malized eigenvector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orthogonality의 특성을 통해 식 (7), (8)과 같이 정

의 할 수 있다. r번째 모드에 대한 자유도 j에서 유

효 질량(effective mass) 및 유효 강성(effective 
stiffness)는 각각 식 (9)와 (10)으로 정의된다.

[ ] [ ][ ] [ ]rT mM =ϕϕ : Modal mass (4)

[ ] [ ][ ] [ ]rT kK =ϕϕ : Modal stiffnes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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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mass normalized eigenvector를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jkr B 는 r번째 모

드의 residue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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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함수를 통해 저주파수 영역, 특히 1
차 고유주파수 이전 영역에서는 첫 번째 mode의 특

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입력

점(k)과 출력점(j)이 같은 자유도 j에서는 system의 

저주파수 특성이 유효 강성을 통해 표현된다. 입력

점(k)과 출력점(j)이 같은 동일한 자유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함수를 direct FRF라 하며, direct FRF
를 통하여 관심 부위의 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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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점 강성 해석(point mobility)이라 한다.

3.2 입력점 강성
자유도 j에서 가속도를 이용한 direct FRF

( )(ωjjA )는 식 (12)와 같이 표현되며, 저주파수 영역

은 식 (13)과 같이 1차 공진 모드의 지배적인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MDOF 
system을 1차 공진 모드의 특성을 갖는 SDOF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이라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direct FRF의 inertance 
graph에서 식 (14)와 같은 강성 라인의 curve fitting
을 통해 시스템의 강성을 도출 할 수 있다

(4). 따라

서, HVAC HTR unit을 다자유도 시스템으로 가정 

하여, 측정 지점의 입력점 강성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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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rib에 위한 HVAC HTR unit case
의 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rib이 제

거되기 전, 후의 HVAC HTR unit case를 이용하였

다. 입력점 강성 측정 지점은 모드 해석을 통하여 

Fig. 10과 같이 선정 하였다. Rib에 의한 강성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direct FRF의 자유도 j는 측정 

지점의 법선 방향으로 고정하였다. 이후, 유한 요소 

해석과 ground modal test를 이용하여 rib에 의한 

강성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1) Finite element analysis
Rib에 위한 HVAC HTR unit case의 강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 모델의 rib을 제거하여 

Fig.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후, nastran sol 111 
frequency response analysis를 이용하여 4개 지점의 

direct FRF 구하였다. 이때, 가속도계의 질량으로 인

한 mass loading effect를 고려하여, 가속도 측정 

(a) With rib

(b) Without rib

Fig. 9 HVAC HTR unit case for point mobility

(a) Lower front point

(b) Rear center point

(c) Front left/right half point

Fig. 10 Point mobility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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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inite element model for point mobility

Isolator

Surface plate

Fig. 12 Experimental setup for Ground modal test

지점에 가속도계의 질량을 고려하여 유한 요소 해석

을 진행하였다.

(2) Ground modal test
Ground modal test시, impact hammer의 가진 지

점과 가속도 측정 지점을 일치시켜 direct FRF를 측

정 하였으며, 실험장치는 Fig. 12와 같다. 정반과 절

연체를 사용하여 주위 환경으로부터 HVAC HTR 
unit case로 전해지는 진동 및 잡음을 최소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측정 장비로 LMS CADA 
X를 이용하였으며, impact hammer(PCB 086C03)와 

가속도계(PCB 356B21)를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Modal analysis
이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과 실험적 모드 해

석을 통하여 HVAC HTR unit case의 동특성을 분

석하였다. 특히, HVAC HTR unit case를 lower, 
rear, front left/right part로 나누었으며, 각 부위의 

방사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모드를 분석하였다.  

326 ㎐

 

305 ㎐

           (a) Simulation       (b) Experiment

Fig. 13 1st mode shape of lower part of HVAC 
HTR unit case

168 ㎐ 174 ㎐

 

          (a) Simulation        (b) Experiment

Fig. 14 1st mode shape of rear part of HVAC HTR 
unit case

344 ㎐

 

320 ㎐

         (a) Simulation          (b) Experiment

Fig. 15 1st mode shape of front left part of HVAC 
HTR unit case

346 ㎐

 

328 ㎐

         (a) Simulation         (b) Experiment

Fig. 16 1st mode shape of front right part of HVAC 
HTR un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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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VAC HTR unit case with rib

(b) HVAC HTR unit case without rib

Fig. 17 Direct FRF of HVAC HTR unit case

모드 해석 과정에서 local mode는 제거 하였으며, 
유한 요소 해석과 실험적 모드 해석을 통하여, 4개

의 part에서 발생하는 1차 mode shape과 고유주파

수를 Figs. 13~16에 나타내었다. Lower part의 1차 모

드는 해석 및 실험 결과, 각 각 326, 305 Hz에서 발

생하며, lower case의 앞부분에서 변형이 발생한다. 
Rear part의 1차 모드는 Fig. 14와 같다. 이때, 1차 모

드의 변형 부위가 비교적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Front left part의 1차 모드는 해석 및 실험 결과, 344, 
320 Hz에서 발생하며, front right part에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다. Front right part의 1차 모드는 Fig.
16과 같다. 모드 해석 결과, front left part에서도 동

시에 변형이 발생한다. 각 부위의 1차 고유주파수에

서, 실험을 통해 얻은 modal geometry와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mode shape을 비교하였을 경우, 그 결

과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AC을 통하여 유한 요소 해석 결과와 실험적 모

드 해석 결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MAC값은 0.6~0.5의 값을 가지며, 이러한 결

과는 크게 실험상의 오차와 유한 요소 모델링 오차에 

의해 발생한다. Modal test시, free-free 조건 상태에서

의 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주위 환경에서 발생

하는 잡음 및 진동은 실험상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또한 modal geometry를 실제 HVAC HTR unit case
의 mode shape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유한 요소 모델을 통해 실제 모델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해석 및 

실험 결과의 오차를 발생 시킨다(5).

Table 2 MAC value
Lower Rear Front left Front right

Analysis 326 Hz 168 Hz 344 Hz 346 Hz

Experiment 305 Hz 174 Hz 320 Hz 328 Hz

MAC 0.43 0.64 0.69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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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int mobility results
(a) Stiffness of HVAC HTR unit case 

with rib(unit : kgf/mm)
Lower FR. Rear CTR. Front L.H. Front R.H.

Experiment 5.2 4.9 6.5 7.7
Simulation 4.3 4.7 5.8 6.8

(b) Stiffness of HVAC HTR unit case 
without rib(unit : kgf/mm)

Lower FR. Rear CTR. Front L.H. Front R.H.
Experiment 3.6 2.3 5.6 6.9
Simulation 3.7 2.8 4.9 6.0

(c) Stiffness comparison between HVAC HTR unit 
case with rib and without rib(unit : dB)

Lower FR. Rear CTR. Front L.H. Front R.H.
Experiment 3.2 6.6 1.3 1

(d) 1st natural frequency of HVAC HTR unit case 
with rib(unit : Hz)

Lower FR. Rear CTR. Front L.H. Front R.H.
Experiment 294 174 320 328
Simulation 283 168.5 310.5 321

(e) 1st natural frequency of HVAC HTR unit case 
without rib(unit : Hz)

Lower FR. Rear CTR. Front L.H. Front R.H.
Experiment 236.5 151 256.5 302
Simulation 256.5 157 279 321

4.2 Point Mobility
유한 요소 해석과 ground modal test를 통한 

HVAC HTR unit case의 direct FRF는 Fig. 17과 

같다. Inertance graph에서 식 (14)를 이용하여 강성 

라인의 curve fitting을 통해, 측정 지점의 입력점 강

성을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과 

실험을 통한 입력점 강성 해석 결과, 각 부위의 결

과는 비교적 일치 하였으며, HVAC HTR unit case 
rear CTR. 부위의 강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rib에 의한 

표면 강성은 rear center point에서 최대 6.6, front 
right half point에서 최소 1 dB 증가하였다. 이러한 

강성 변화로 인해 고유주파수는 Table 3의 (d), (e)
과 같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유한 요소 해석 및 실험적 모드 해석을 이용하여 

HVAC HTR Unit Case의 동특성을 고찰 하였다. 유

한 요소 모델링 기준을 선정 후, shell element를 이

용한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후, 실험에 의

한 모드 해석 결과와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mode 
shape과 MAC을 통해 비교,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유한 요소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는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ib에 의한 강성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과 ground modal test를 

통한 입력점 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입력점 

강성 해석을 위하여 direct FRF를 이용하였으며, 유

한 요소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rib에 의

한 HVAC HTR unit case의 표면 강성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HVAC 
HTR unit case 유한 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HVAC HTR unit case의 방사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이 연구는 한라공조 CAE팀 HWSM의 지원에 의

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에 Structure Group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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