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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터빈 날개면들이 각각 추진축상에서 45°, 40°, 35°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Model 1,
2 및 3인 3가지 Model의 유체클러치 터빈 날개 형상에 한 유동 해석들을 수행하였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각도가 크게 기울어질수록 터빈 날개의 뒷면 이후에서의 흐름에서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각도가 작게 기울어질수록 유동 속도가 작게 된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
축상에서 각도가 작게 기울어질수록, 즉 유체의 흐름과 수직에 가까운 날개 형상이 효율적으로 유체클러치에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하는데 있어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유체클러치 터빈 날개 유형별 유동해석을 적용함으로서 본 논문에서
의 연구 결과는 미적인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자료로서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유동 해석, 유체 클러치, 터빈 날개, 형상, 경사각, 융합 

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fluid clutch turbine blade shapes of 
models 1, 2 and 3, with eight turbine blades tilted at 45 °, 40 °, and 35 ° angles on the propulsion shaft, 
respectively. The larger the angle of inclination on the propulsion shaft, the higher the flow pressure 
among the flow models after the back of the turbine blades.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the angle 
of inclination on the propulsion shaft of the turbine wing, the lower the flow rate. It can be seen that 
the smaller inclination angle of the turbine blade surface on the propulsion shaft, i.e., the wing shape 
close to perpendicular to the flow of fluid, is more suitable for efficiently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the fluid clutch. By applying the flow analysis by type of turbine blade of fluid clutch,the study result 
at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favorable as the convergent research material which can apply the 
aesthet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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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자동차의 효율성에 한 요구가 증 됨에 따라

서 차의 개발에 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이
에 따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 회사의 노력으로 여
러 부분의 자동차 부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특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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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토크를 변속기에 전달해야 하며 빠르고 고장이 없
는 기어변속이 가능하게 하는 클러치의 효율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클러치에서는 동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며 차단하고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찰 클러
치와 다이어프램 스프링 클러치 등이 있다. 이러한 유체
클러치의 유동해석을 전산 유체 역학으로 시뮬레이션 해
석을 연구하고 있다[1-5]. Model 1, Model 2, Model 3
는 선풍기 날개 형상과 유사한 모양으로서 터빈 날개가 
8개로서 터빈 날개면들이 각각 추진축 상에서 각도에 따
라서 유동해석을 분석하였다[6-10]. 날개의 각도에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 흐름의 현상을 분석하였고, 효율
적으로 유체클러치에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하는데 적합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실제적으
로 터빈을 구동하지 않고서도 유체클러치 터빈 날개 유
형별 유동해석에 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실제적인 
터빈 날개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연
구 결과는 미적인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자료
로서 유리하다고 보인다[11-16].

2. 본론

2.1 유체클러치 터빈 날개 설계
유체 클러치에 사용되는 Table 1의 3가지 Model의 

터빈 날개를 설계하고 해석하였다. 자동차 유체 클러치 
터빈 날개 형상들은 Fig. 1을 Cati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Fig. 2는 3가지 모델들인 Model 1, 
Model B, Model C에 한 유동해석을 할 수 있는 유동 
공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Model 1, Model B, Model C
의 3가지 모델들은 크기는 길이가 150mm 폭이 3mm 
높이가 40mm로 이루어져 있다. Model 1, 2, 3은 8개의 
터빈 날개면들이 각각 추진축상에서 45°, 40°, 35°의 각
도로 기울어져 있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1. Models of fluid clutches  

Node numbers Element numbers 

Model 1 339751 1955429

Model 2 339801 1955441

Model 3 339613 1954535

Table 1. Meshes of models 1, 2 and 3

2.2 모델에 대한 경계 조건

Fig. 2. Normal speed and static pressure o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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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운행 시에 운전자가 클러치 패달을 밟을 때 
유체클러치의 유체의 유동의 흐름에 한 속도와 압력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유동 Model에 한 해석의 경계 
조건은 Fig. 2와 같다. 25℃의 공기의 흐름으로 가정하
고, 그 공기의 흐름을 원통으로 설정하고 전면에는 Inlet, 
후면에는 Outlet, 안에 있는 터빈을 Inter로 설정하고 
Inlet에서의 유체 속도는 10m/s로 설정하였다. Inter는 
Wall로 설정하고 Outlet 면의 압력은 0Pa로 하였다. 

3. 해석결과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3. Overall flow rate by model 

Fig. 3은 Model 1, 2 3에 한 유동해석의 전체적인 
모습을 유선(Stream line)으로서, Model 1, 2, 3 각각에 

한 터빈 날개에 한 전체 흐름의 유동속도를 나타낸 
등고선들이다. 3 가지 모델의 유동의 최고속도는 터빈 날
개의 닿는 면에서 나타났으며 Model 1이 16.660 m/s, 
Model 2가 15.851 m/s, 그리고 Model 3가 15.079 
m/s로 나타났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
도로 기울어진 Model 3가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의 
속도가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
면이 추진축상에서 4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1이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의 속도가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4. Pressure on flow near turbine by f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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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Model 1, 2, 3에 해 터빈의 주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압력으로 나타내 보았다. 터빈 날개의 뒷
면 이후에서의 흐름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보이고 있다. 
최 의 압력들은 각각 Model 1 은 129.456 Pa, Model 
2는 125.732 Pa이 Model 3는 104.839 Pa로 나타났
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3가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적게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
서 4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1이 터빈 날개의 뒷면 
이후에서의 흐름에서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5. Pressures on plane at 0.2 m away from inlet by 
flow model 

Fig. 5는 유동 Model 1, 2, 3에 있어서의 터빈의 입구 
면으로부터 0..2m의 위치에 있는 면에서 흐르는 공기에 
의한 압력을 나타내었다. 이 면들에서의 최 의 압력들은 
각각 Model 1 은 139.362 Pa, Model 2는 125.732 Pa
이 Model 3는 113.568 Pa로 나타났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3가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45°의 각
도로 기울어진 Model 1이 터빈의 입구 면으로부터 
0..2m의 위치에 있는 면에서 Model들 중에서 흐르는 공
기에 의한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8개의 터빈 날개면들이 각각 추진축상에서 45°, 40°, 
35°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Model 1, 2 및 3인 3가지 
Model의 유체클러치 터빈 날개 형상에 한 유동 해석
을 수행한 유동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도로 기울어
진 Model 3가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의 속도
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
이 추진축상에서 4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1
이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의 속도가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2)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도로 기울어
진 Model 3가 Model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
이 추진축상에서 45°의 각도로 기울어진 Model 1
이 터빈 날개의 뒷면 이후에서의 흐름에서 Model
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45°의 각도로 기울어
진 Model 1이 터빈의 입구 면으로부터 0..2m의 
위치에 있는 면에서 Model들 중에서 흐르는 공기
에 의한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35°의 각도인 
Model 3는 최고의 유동 압력이 Model들 중에서 
제일 작음을 알 수 있다. 

4)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각도가 크게 기울어질
수록 터빈 날개의 뒷면 이후에서의 흐름에서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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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서 가장 유동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각도
가 작게 기울어질수록 유동 속도가 적게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터빈 날개면이 추진축상에서 각도가 
작게 기울어질수록, 즉 유체의 흐름과 수직에 가까
운 날개 형상이 효율적으로 유체클러치에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하는데 있어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미적인 설계를 적
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자료로서 유리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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