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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의 공기의 유입구에 따른 자동차 내부에서의 유동 해석을 하였다.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로서 쾌적성이 좋은 조건으로서는 유입구가 자동차의 상단 중간이나 전방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 내부
에 공기 유동의 고르게 분포가 안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하단 위치가 유입구의 모든 조건들 중에서 가장 저조한 조건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탑승자의 기호나 상황에 맞게 공기의 유입이 되도록 그 유입구의 위치를 조절하므로서 자동
차 내부의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계 및 해석 결과는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
의 공기의 유입구의 위치를 조절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의 공기의 유입구에 따른 유동해석을
적용함으로서, 본 논문이 미적인 설계에 부합된 융합 연구라고 보여진다.

주제어 : 자동차, 공기 유입구, 유동해석, 유입구, 공기, 융합 

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analysis of air in the inner side of vehicle due to the position on inlet 
port of air at car was carried out. Under the comfortable condition as the inlet port in which the air 
flow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inlets became the upper and middle sides or the forward side 
of the vehicle. If the air flow is not evenly distributed within the vehicle, the lower position of the 
vehicle is the lowest condition among all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keep the 
inner state of the vehicle pleasant by adjusting the location of the inlet to suit the passenger's taste 
or situation. The design and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applied at adjusting the 
location of the inlet at car. By applying the flow analysis according to the inlet port of air at car, this 
paper is seen as the convergence study that conforms to aesthet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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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자동차 문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서 단순한 이동수

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현
대인들의 일상생활 중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와 승객의 편리함 또한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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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사
이 자동차 연구 단계에서 공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자동차 실내의 쾌적성을 위하여 중요한 것
은 차내의 공기의 온도와 적절한 환기를 통한 공기의 질
이다. 그리고 실제 여름철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에어
컨을 가동하고 운전을 한다[1-6].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실내 온도유지와 환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로 유입된 
공기의 유량 및 그 유입구의 위치에 따른 유량 해석
[7-11]을 한 본 연구 결과는 실제적으로 에어컨 가동시
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12-15]. 본 연구
의 설계 및 해석 결과는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의 공기
의 유입구의 위치를 조절하지 않고서도 유량을 조절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의 공기의 
유입구에 따른 유동해석을 적용함으로서 본 논문이 미적
인 설계에 부합된 융합 연구라고 보여진다.

1.2 연구방법
실제로 사용되는 자동차 에어컨 토출구와 자동차 내부

를 참조하여 자동차 차체에서의 공기의 유입 구와 자동
차 내부를 CATIA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1과 
같이 3D 모델링된 자동차 내부에 따른 유체 모델을 
ANSYS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
여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각 모델들을 비교함으로 실
제 자동차 운행 시 가장 쾌적한 조건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자동차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속
을 적용시켜 차량 내부의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그 유입구의 위치에 따라 그 공기의 흐름에 대한 유량 
해석을 하였다[12-15].

2. 본론

2.1 3D 모델링들 및 유동해석 조건들 
 

       (a) Inner part of car                (b) Flow model  

(c) Air flowing out from outlet ports of fluid model  

Fig. 1. Inner part of car and the fluid model  

Fig. 1에서와 같이 실제 자동차 에어컨 토출구와 자동
차 내부를 참고하여 실제 치수를 축소하여 CATIA를 이
용하여 3D 모델링을 하였다. 에어컨에서의 내부에서의 
공기 온도는 16℃로 하고 실제적인 흐름을 가정하여 유
입공기의 유속은 2.832m/s로 지정하였다. 자동차 내부
는 단열 상태라고 가정하고 에어컨이 나오게 될 공기의 
유입구의 위치만 변화를 주었다. 또한 공기도 중력의 영

향을 받으므로 Z축 방향으로 –9.81m/을 적용하였고, 
자동차 내부에서의 공기유동의 형상을 해석하였다. 차량
에서의 내부 공기의 출구는 Fig. 1(c)에서와 같이 대기압
으로 나가는 공기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다. 실제의 차
량에서는 에어컨에서의  공기 유입구의 형상이나 위치가 
차량마다 다르다. 따라서 에어컨 유입구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Fig. 2(a~g)와 같이 에어컨 유입구의 위치들을 표
시하였다.  

             (a) Middle side              (b) Upper side 

              (c) Lower side          (d) Middle and lower sides 

           (e) Upper and lower sides     (f) Upper and middle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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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orward side 

Fig. 2. Positions of Inlet ports at flow model 

Fig. 2에서와 같이 공기의 유입구의 위치는 설치의 용
이성을 감안하여 인체 모델의 정면, 측 면, 윗면 등의 차
체에 총 7가지 조건을 선정하고, 그림 a는 4개, 그림 b와 
그림 c는 2개, 그림 d는 6개, 그림 e는 4개, 그림 f는 6개 
그리고 그림 g는 8개로 선정한다. 기존 방식의 토출구 배
치 형태인 그림 a는 대시보드에 4개로 탑승자의 얼굴과 
상체쪽으로 향하고, 그림 b는 대시보드 상부에 2개로 앞
유리로 향하고, 그림 c은 대시보드 하부에 2개로 차량의 
바닥쪽으로 향하게 선정하였다. 그림 d는 대시보드의 중
간 4개와 하부에 2개로 탑승자의 상체와 하체를 향하게 
지정하였고, 그림 e는 대쉬보드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2
개씩 지정하여 앞유리에서 천장과 탑승자의 하체에 영향
을 주도록 하였다. 그림 f는 대쉬보드의 상부에 2개 중간
에 4개로 앞유리와 탑승자의 상체로 향하게 지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g는 대쉬보드 상단에 2개 중간에 4개 하단에 
2개로 앞유리와 탑승자의 상체와 하체에 향하도록 하였다. 

2.2 유동해석 결과들
본 연구 모델에 다양한 공기의 내부유입조건을 부여하

여 내부유동해석을 하였다. 유동해석으로서 공기의 유입
구에 따른 자동차 내부에서의 공기 유동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은 ANSY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Fig. 
3은 모델의 Mesh들이다. Node와 Element의 개수는 
각각 7901 및 38472이다.

       

Fig. 3. Model with meshes 

(a) Middle side

(b) Upper side 

(c) Lower side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162

(d) Middle and lower sides 

(e) Upper and lower sides

(f) Upper and middle sides

(g) Forward side

Fig. 4. Contours of air flows due to the position of inlet 
port 

Fig. 4(a~g)는 에어컨의 공기의 유입구의 위치에 따른 
공기 유동 형상들이다. 그림 a에서는 앞좌석에 가장 많은 
공기 유동 형상이 보이고, 그림 b는 앞유리부터 차량 천
장을 전체적으로 공기유동형상이 나타난다. 그림 c는 앞
좌석의 탑승자 하체부분 쪽에 공기 유동 형상이 많이 보
이지만 앞좌석과 뒷좌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d
는 앞좌석을 지나 뒷좌석에 가장 많은 공기 유동 형상이 
순환하게 보인다. 그림 4e는 차량의 천장과 앞좌석 아래
부분에 공기 유동 형상이 보이지만 앞좌석에 비교적 적
게 순환하게 보인다. 그림 f는 앞좌석에 많은 공기 유동 
형상이 보이고 뒷좌석에는 비교적 적당히 순환하게 보인
다. 하지만 앞, 뒷좌석의 아랫부분에는 거의 공기 유동 형
상이 나타나지 않게 보인다. 그림 g는 차량내부에 고르게 
공기 유동 형상이 보인다. 즉 가장 고른 공기 유동이 그
림 g가 가장 우수하고, 차량 내부에 공기 유동의 고름성
이 그림 c가 가장 저조하다. 앞 유리쪽은 그림 b와 그림 
e가 가장 우수하게 보인다. 그림 f는 앞, 뒤 좌석 모두 쾌
적하나 탑승자의 하체 부분에 공기유동이 없다. 공기 유
동 형상 해석을 종합해봤을 때, 그림 f와 그림 g의 경우
가 앞, 뒤 좌석 탑승자에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
다. 그림 a, 앞 유리에 김이 서리거나 겨울철 눈이 얼어있
을 경우 그림 b 또는 그림 e의 조건이 가장 유용할 것임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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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차체에서의 유입구에 따른 공기
의 유동에 의한 자동차 내부에서의 유동 해석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로서 쾌적성이 좋은 조건으
로서는 유입구가 그림 f(상단 중간)이나 그림 g(전
방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차량 내부에 공기 유동의 고르게 분포가 안되는 경
우는 그림 c(하단 위치)가 가장 저조하다.

3)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동차 내부를 쾌적하게 유
지하여 탑승자의 기호나 상황에 맞게 공기의 유입
이 되도록 그 유입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에서의 공기의 유입구에 
따른 유동해석을 적용함으로서 본 논문이 미적인 
설계에 부합된 융합 연구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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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8월 :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기
계·자동차공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설계 및 내구성 평가, 피로 
또는 충돌 시 동적 해석

․ E-Mail : jucho@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