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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를 이용한 실차 내부 환기유동의 정량적 속도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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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 Measurements of Ventilation Flow inside a Passenger Compartment

Jin Pyung Lee and Sang Joon Lee

Abstract. The improvement of climatic comfort is crucial not only for passenger comfort but also for

driving safety. Therefor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flow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flow inside the

passenger compartment is essential.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ventilation flow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calculations or scale-down water-model experiments. In this study,

the ventilation flow inside the passenger compartment of a real commercial automobile was investigated

using a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velocity field measurement technique. Under real operating con-

ditions, the velocity fields were measured at several vertical planes for several ventilation modes.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detailed flow characteristics in

the passenger compartment of a real car and to validate numerical 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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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승용차의 주행 안정성이 크

게 향상되었으며, 최근 들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탑승자들이 느끼는 냉·난방 부문의 쾌적성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실내 환기유동의

쾌적성이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정 시 고려하는 주요 인

자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탑승자가 느끼는 쾌적성

의 향상을 위해서는 차량 실내의 환기유동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내부 환기유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간

단한 2차원 모델을 이용한 정성적인 유동가시화(1, 2,3,6,8,9)

혹은 수치해석적 방법(4,5,6,7,9)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Yoon & Lee(1)는 PIV 속도장 측정기법을 축소모

형을 이용한 물(water)실험에 적용하여 차량내부의 환기

유동을 정량적으로 가시화하였다. Qi 등(2)은 유속측정

센서를 일정간격으로 이송시키면서 환기유동의 속도

분포 변화를 측정하였다. Aroussi & Aghil(3)은 축소모

형을 이용하여 승용차 내부구조의 변화와 운전자의 탑

승 유무 등이 자동차 내부 환기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같은 형상에 대한 수

치해석 결과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Han(4)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들을 이용하여 자동차

탑승공간 내부 환기흐름의 속도장과 온도분포를 계산

하였으며, 이공희 등(5)은 CFD를 이용하여 냉방모드시

의 차량 내부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Arossi 등(6)은

상용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전면유리 부분은

물론 탑승부 전체의 유동장을 계산하고, 이를 축소모

형과 thermo-graphy를 이용하여 구한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Kataoka & Fusada(7)은 탑승객이 느끼는 쾌적

성은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치적 해석방법은 유동가시화 실험과 상호 보완적

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계산 시 격자의 개수, 격자 방

식, 벽 부근 경계조건 등에 따라 실제와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축소 모델을 이용한 실험

에서는 실제 자동차와는 달리 곡선 형태의 전면유리나

대시보드(dash-board) 등의 구조물을 직선화하였다. 또

한, 축소모형과 CFD에 사용된 차량 모델들은 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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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대시보드 등 실제 차량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완

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자동차 내부의 공기밴트(air-vent) 노즐에서 토출되는

환기 유동을 제대로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차

를 이용하여 실제 운전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탑승공간 내부 환기흐름의 유

동특성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실차 내부 환기유동

의 속도장을 PIV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실제 운전이 가능한 국내 H사의 NF Sonata이

며, 실제와 똑같은 운전 조건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패널모드(panel mode), 풋모드(foot mode),

믹스 모드(mix mode) 등 3가지 환기모드에 대해 자동

차 실내 환기유동을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모델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개조한 실차

모델과 실험장치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를 조

사하기 위하여 차량의 천정 부위를 제거하고, 차량 내

부 유동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게 조수석 쪽의 앞문

과 뒷문, 앞쪽 휀다(fender) 부위를 제거하였다. 제거된

부분에는 지지용 철재를 붙이고, 빛이 잘 투과하도록

고강도의 강화유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조하였다.

강화유리를 가시화용 관측창으로 사용하여 빛의 왜곡

을 줄이고, 실험과정에서 유리에 달라붙는 추적입자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차량 내부로 추적입자를

주입하고 필요 시 전선 등을 차량 내부로 집어넣기 위

해 차체 바닥에 구멍을 뚫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이 구멍을 막았다. 자동차 외장의 일부분을 제외

하고는 실차를 그대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행

도 가능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가시화 실

험용으로 개조된 실차를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서와 똑

같이 시동을 걸고 실험조건에 따라 환기모드를 작동시

킨 후, 유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실험을 수행하였

다. 환기 유동의 속도장은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운

전석의 중앙단면과 자동차 전체의 중앙단면, 조수석의

중앙단면 등 3개의 수직 단면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환기 모드는 대시보드의 전면부에서 바람이 나

오는 패널 모드와 탑승자의 발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풋 모드, 위의 두 가지 모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믹스 모

드 등 총 3 가지의 운전모드 조건에 대해 실험이 이루

어졌다(Fig. 3). 패널 모드의 경우, 공기가 나오는 공기

밴트의 각도를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다양하게 조

절 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이를 수직, 수평으로

고정시켰으며, 모든 실험은 같은 유량 조건과 실내순환

모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Fig. 1. Photographs of the real passenger car model and

experimental setup.

Fig. 3. Schematic diagrams of three different operating

modes.

Fig. 2. Measurement planes of the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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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200 mJ Nd:YAG 레이저, 4대의 2K×

2K CCD 카메라, 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동기장치 등

으로 구성된 PIV 시스템이 사용되었으며, 추적입자로

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였다. 여러 광학부품들을 거

쳐 형성된 1 mm 두께의 레이저 평면광(light sheet)을

차량의 천정을 통해 수직방향으로 탑승공간 내부를 조

사하였으며, 카메라의 노출 시간은 0.1 ms로 하였다.

자동차 실내 전체의 속도장을 구할 경우, 측정범위가

넓어 한 대의 카메라로 전체 단면을 찍게되면 개개의

입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광학적 왜곡 현상도 발생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해상도

CCD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하고 이들을 동기시켜 넓

은 관측영역의 입자영상을 취득하였다(10). 여러 대의

CCD 카메라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동기장치를 이

용하여 유동장 전체를 동시에 측정하는 이러한 실험기

법은 대면적의 측정단면에 대한 실험에 적합하며, 카메

라 렌즈에 기인한 영상왜곡도 줄일 수 있다(11). 본 실험

에서는 4대의 카메라를 측정영역에 따라 정사각형태로

배치하였다. 카메라 한대의 관측영역(field of view)을

26×26 cm2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측정영역의 크기는

50×50 cm2이었다.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할 경우 생기

는 경계면에서의 정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카메라

측정영역이 10%정도 겹치게 하였다. 이러한 거대화상

용 PIV 시스템을 이송시켜가며 자동차 실내를 여러 부

분으로 나누어 속도장을 측정하고 이를 하나의 그림으

로 합쳐 최종결과를 얻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패널 모드에서의 환기유동

Fig. 3은 패널모드에서 측정한 각 단면에서의 평균

속도장결과이다. 운전석 중앙 단면에서의 실험 결과

(Fig. 4(a))를 보면, 운적석의 머리 부분에서 시계 방향

으로 움직이는 큰 와류가 발생되며, 이 중 일부분은 앞

좌석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 가지만, 대부분은 자동차

내부 천정을 따라 뒷좌석 쪽으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의 전면 유리 쪽은 상대적으로 유

속이 느리며, 운전석의 허리부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

로 회전하는 와류가 형성된다. 뒷좌석 쪽에는 상대적으

로 큰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와류가 형성되며, 와류

의 중심이 뒷좌석 중앙위치로부터 약간 좌측에 형성되

어진다. 전체적인 공기 흐름이 앞좌석의 뒷면과 뒷좌석

을 경계로 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뒷좌석의

다리부분에서 약한 와류가 형성되며, 뒷좌석의 공기들

이 앞좌석과 바닥면의 사이 공간을 통해 다시 앞좌석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전체의 중앙 단면(Fig. 4(b))에서는, 공기가 지

붕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유동패턴은 볼 수 있다. 이것

은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쪽 밴트에서 나온 공

기들이 중앙에서 만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좌석

쪽에서 공기는 앞쪽으로, 뒷좌석쪽은 뒤쪽방향으로 움

직인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

는 와류가 형성되며,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들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에서는 뒷좌석 방향으로, 허

리부분에서는 공기가 앞좌석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수석 중앙단면에서의 유동(Fig. 4(c))을 보면, 앞좌

석 허리부분에서 운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시계방향

Fig. 4. Mean velocity contours and streamlines inside the

passenger compartment for the panel-ven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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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좌석 다리부분에서는 유동

이 앞쪽 1시 방향으로 향하는데, 이것은 내부순환모드

에서 차체 내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기밴트가 이 곳

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뒷좌석 쪽에서는 반시계 방

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와류가 형성되며, 다리 부분

에서는 운전석에서와 유사하게 조수석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으로 공기가 앞좌석 공간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1,4)과는 달리 운전석과 조

수석에서의 유동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조수석

중앙단면에서의 유동은 운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

잡한 유동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속도의 크기또한 보

다 큰 값을 가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시보드

형상과 흡기밴트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

석에서는 운전대와 계기판 등 복잡한 구조물들로 인하

여 유동이 크게 교란을 받아 그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반면, 조수석의 경우 대시보드의 형상이 단순하여 환기

유동의 발달이 원활하며 앞좌석 승객 다리부분에 존재

하는 흡기밴트의 존재로 인해 유동이 가속되어짐을 알

수 있다.

패널 모드에서는 전체적으로 뒷좌석 공간에서 유속

이 앞좌석 공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널

덕트를 빠져나온 공기가 대부분 뒷좌석 공간으로 빠져

나가고(11), 이들이 다시 앞쪽으로 나오면서 속도가 크

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2 풋 모드에서의 환기유동

Fig. 4는 풋모드일때 각 측정단면에서의 평균 속도

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차량에는 운

전석과 조수석의 발쪽으로 향하는 대시보드의 아래쪽

에 위치한 풋밴트(foot-vent)와 뒷좌석 쪽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밑의 풋밴트 등 총 4개

의 공기밴트가 있다. 운전석의 중앙 측정단면을 보면

(Fig. 5(a)), 뒷좌석의 승객 발 부분에서 뒤쪽으로 향하

는 강한 유동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운전석 아래 부

분에 존재하는 공기밴트에서 나오는 유동으로 뒷좌석

과 충돌 후 뒷좌석 등받이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리

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뒷좌석의 중앙부분에 약한

와류를 형성하게 된다. 앞좌석 쪽에서는 자동차의 내

부구조물로 인해 정학하게 관측할 수는 없지만, 아래

에서 위쪽방향으로 올라오는 유동을 통해 앞쪽 풋밴트

에서 만들어진 유동이 앞좌석과 대시보드를 따라 위로

올라오는 유동현상을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중앙단면(Fig. 5(b))에서는 뒷좌석 승객의

발부분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기흐름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양쪽 풋밴트에서 나온 공기들이 중앙에서 만나

위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로 상승한

공기들은 일부는 뒷좌석 후방으로 빠져나가고 대부분

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 공간을 통해 앞좌석 공간

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수석의 중앙단면(Fig. 5(c))에서도 운전석 중앙단면

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승객의 발 부분에서 뒤쪽으로 향

하는 강한 유동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와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와류의 위치가 운전석에서처럼 탑승부 위

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의 무릎부근과 앞좌석 사

이에 생성되고 있다. 또한 밴트에서 토출된 공기가 뒷

좌석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빠르게 앞좌석 공간으

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앞좌석 공간에서는 가

슴부분에 약한 시계방향의 와류가 형성되고 대부분의

Fig. 5. Mean velocity contours and streamlines inside the

passenger compartment for the foot-ven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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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조수석 승객

의 무릎 앞부분에 존재하는 실내순환용 흡기밴트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석의 발 부근에서는 앞쪽 흡

기밴트 쪽으로 이동하는 유동과 함께 바닥 쪽에서 약하

게 뒤쪽으로 이동하는 유동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단면 뒷좌석 공간에서는 풋밴

트에서 토출되는 공기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앞좌석 공

간에서는 풋밴트에서 토출되는 공기 흐름을 볼 수 없

다. 이것은 뒷좌석 공간으로 향하는 풋밴트의 경우 운

전석과 조수석 각각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앞좌석 공

간으로 향하는 풋밴트의 경우 운전자석의 오른쪽과 조

수석의 왼쪽에 위치하여 하나의 중앙측정단면만으로

가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3.3 믹스 모드에서의 환기유동

Fig. 5는 패널모드와 풋모드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탑승부 내부의 평균속도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운전석 중앙단면(Fig. 6(a))과 조수석의 중앙단면(Fig.

6(c))을 보면, 탑승공간의 윗부분에서는 패널모드의 특

징이 나타나고, 아랫부분에서는 풋모드의 특징이 지배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단면에서

나타나는 역시 유동의 차이는 핸들과 같은 내부 구조

물들과 앞좌석 승객 무릎 전방에 존재하는 흡기밴트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환기 모드에 있어서, 운전석

의 핸들과 같은 차체 내부 구조물이 유동을 교란시킴

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중앙단면(Fig. 6(b))의 뒷좌석 공

간의 경우, 패널모드의 특징과 유사하게 유통패턴이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좌석의 탑승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유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뒤쪽에서 내려온 공기

가 일부는 전면유리와 대시보드를 따라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뒷좌석 공간으로 빠져나가거나, 뒷좌

석 쪽에서 넘어온 공기와 충돌하여 다시 앞쪽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패널모드와 풋모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믹스 모드의 경우, 두 가지 환기모드가 각각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도장의 공간 분포를 보면, 다른 모드에 비해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모드가 동시에 작

동함으로써, 각각의 밴트에서 나온 공기가 차량 내부의

위와 아래 공간으로 동시에 움직여 보다 활발한 혼합

을 일으키고, 난류혼합에 기인하여 각각의 밴트에서 토

출된 공기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탑승공간 내부의 쾌적성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믹스모드에서 풋 밴

트부위의 속도는 풋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

해 작은값을 가진다. 이것은 같은 유량조건에서도, 패

널 밴트와 풋 밴트 두 방향의 덕트로 공기가 유출되기

때문에, 풋 밴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

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환기모드에서 대한 실차 내

부 환기흐름을 정량적으로 가시화하고 유동특성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차의 일부를 투명창으로

개조하여 실험모델로 사용하였고, 큰 측정단면에 적합

한 거대 화상용 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기유동의 속

도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실험결과는

수치적 해석연구의 검증 자료로 사용되고 환기유동의

유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Fig. 6. Mean velocity contours and streamlines inside the

passenger compartment for the mix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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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실제 운전상황과 같은 환기조건에서 실차의 탑승

공간 내부 환기흐름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2) 환기모드 변화에 따라 환기유동은 크게 다른 3차

원 유동특성을 보였으며, 조수석과 운전석 중앙단면에

서 유동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핸들과 대시보

드, 흡기밴트 등과 같은 자동차 실내 구조물들이 비대

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믹스모드에서는 패널 모드와 풋 모드의 유동특성

이 각각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

며, 패널모드와 풋모드에 비해 탑승부 내부의 속도 분

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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