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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환경 조절(automotive climate control)에 이용되는 것과 같은 원심형 블로워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원심형 임펠러에는 유입되는 공기 유동이 임펠러 입구로부터 임펠러 출구로 이동함에 따라 그 공기 유동

을 반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다중 블레이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블레이드는 허브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는데, 

이 허브는 임펠러의 기저부(입구의 반대측)에 공기 유동 경로를 형성한다. 두 개의 부품으로 된 임펠러에 있어서, 공

기 유동 경로의 상단부는 상단 보호판(top shroud)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 보호판도 역시 블레이드에 부착되어 블레

이드 및 허브와 함께 회전한다.

자동차 환경 조절 분야(즉, 난방, 환기 및 공기 조화)에 있어서, 원심형 임펠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 즉 a) 

저비용의 단일형 임펠러와, b) 고비용, 고효율의 2 부품(two-piece) 임펠러로 구분할 수 있다. 저비용 때문에, 단일형

임펠러는 일반적으로 2 부품 임펠러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2 부품 임펠러는 일반적으로 고효율 또는 고압 성능

에 대한 필요가 비용상의 단점보다 더 중요한 곳 에 사용된다.

자동차 환경 조절 분야에 있어서, 원심형 블로워는 작동 상태 범위에 걸쳐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덕트 

통로는 공기가 유동 저항이 상이한 여러 열 교환기를 통과하도록 개폐된다. 유동 저항은 통상 히터 및 성애 제거 조건

에서 최대가 되고, 공기 조화 모드에서 최소가 된다. 몇몇 경우에서, 히터 및 성애 제거 모드의 높은 유동 저항은, 덜 

효율적이거나 비교적 저압 상태만을 만들 수 있는 종래의 단일형 임펠러에 대하여 성능 문제 및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Yapp의 미국 특허 제4,900,228호에는 후방으로 만곡된 블레이드가 마련되어 있고 캠버가 'S'자 형태인 2 부품 임펠

러가 개시되어 있다.

Chapman의 WO 01/05652호에는 블레이드의 캠버가 큰, 2 부품 임펠러가 개시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2 부품 원심형 임펠러에서 발견되는 블레이드 및 통로의 입체 구조를, 단일형으로 사출 성형할 수 있는 구

조로 제공한다. 이러한 사출 성형은 부품을 성형하는 데 어떠한 작용이나 슬라이딩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단일품으로 구성되는 원심형 임펠러를 특징으로 한다. 이 임펠러에는 세 가지 구성품이 포함

되는데, 이들은 i) 각각 전연부(leading edge)와 후연부(trailing edge)가 있는 복수 개의 블레이드와, ii) 이 블레이드

의 상단부와 연결되고, 소정의 내부 반경의 대략 원형인 상단 보호판과, iii) 블레이드의 기저부의 내부에 연결되고, 외

부 반경이 상단 보호판의 내부 반경보다 작은 허브로서, 이들 블레이드와 상단 보호판 및 허브는 단일 유닛으로 구성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2 부품 임펠러보다 제작하는 데 저렴하고, 종래의 단일형 임펠러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큰 유동 저항에서 작동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전술한 임펠러와 기저판을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로서, 이 임펠러와 기저판은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공기 유동을 함께 형성한다. 기저판은 회전하지 않으며, 임펠러 허브 반경보다 큰 반경으로 외측으로 연장

된다. 기저판과 임펠러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은 일반적으로 블레이드 후연부 저부의 반경의 10퍼센트보다 작다. 바람

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기저판은 임펠러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만곡되고, 그 윤곽은 임펠러가 회전할 때 임펠러 

블레이드의 기저부의 윤곽에 상응한다.

몇몇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임펠러는 블로워 하우징 내에 수용되고 상기 기저판은 상기 블로워 하우징의 일

부에 하나의 단일품으로 합체된다. 몇몇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상기 임펠러를 회전시키도록 모터가 장착되는

데, 이 모터는 모터 플랜지에 장착되며, 상기 기저판은 그 모터 플랜지 내에 하나의 단일품으로 합체된다. 몇몇 바람직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상기 임펠러를 회전시키도록 모터가 장착되는데, 이 모터는 모터 하우징에 장착되며, 상기 기

저판은 이 모터 하우징 내에 하나의 단일품으로 합체된다. 몇몇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모터 하우징은 블

로워 하우징의 일부에 하나의 단일품으로 합체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블로워 조립체는 자동차 환경 조절 시스템 내에 설치되도록 크기 및 구성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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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임펠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상단 보호판은 임펠러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곡률이 있고,

b) 실린더 면적비는 1.0과 2.0 사이에 있으며,

c) 입구 면적의 출구 면적에 대한 비율은 0.7과 1.0 사이에 있고,

d) 블레이드는 블레이드의 기저부에서 블레이드 평균선(meanline) 길이의 20%보다 작은 길이에 걸쳐서 허브와 접촉

하며,

e) 최소 블레이드 코드 길이는 임펠러 직경의 15%이고,

f) 블레이드 솔리디티(solidity)는 적어도 2.0이며,

g) 블레이드 전연부의 상단부는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1 mm - 8 mm 작게 반경 방향 내측으로 돌출하고,

h) 상단 보호판은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큰 블레이드의 반경 방향 길이의 적어도 50%에 걸쳐서 블레이드를 덮으며,

i) 상단 보호판은 임펠러와 블로워 하우징 사이의 간극을 통하여 재순환을 제어하는 데 이용되는 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전술한 임펠러를 단일형으로 사출 성형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저판이 합체되는 모

터 하우징, 모터 플랜지 또는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에 모터가 부착되는 블로워 조립체를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전술한

임펠러는 이 임펠러와 기저판 사이의 간극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상기 모터에 부착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 형태의 상세는 첨부 도면과 이하의 설명에 나타 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목적 및 

장점은 이하의 설명과 도면 및 청구 범위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임펠러의 한 가지 실시 형태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면에 있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swept view)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펠러가 회전함에 따라 블레이드의 포락선(env

elope)을 나타낸다. 임펠러 허브 및 상단 보호판의 형상도 나타나 있다.

도 2는 두 개의 임펠러 블레이드의 도면으로, 이 도면은 임펠러 축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에 있다. 이 도면에는 블레이

드 상단부에서의 블레이드 코드(chord)와, 블레이드의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코드와, 블레이드 후연부의 간격이 나

타나 있다.

도 3은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평균선을 나타내는 임펠러 블레이드의 사시도이다.

도 4는 기저판이 마련된 임펠러의 또 하나의 실시 형태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면에 있

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기저판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5는 기저판이 마련된 임펠러의 또 하나의 실시 형태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면에 있

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 및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기저판의 제2 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6은 블로워 하우징, 모터 및 임펠러가 포함된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면에 있다. 상

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임펠러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에 합체된 기저판의 실시 형

태가 나타나 있다.

도 7은 블로워 하우징, 모터, 모터 플랜지 및 임펠러가 포함된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

면에 있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임펠러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모터 플랜지 내에 합체된 기저판의 

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8은 블로워 하우징, 모터 하우징, 모터 및 임펠러가 포함된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

면에 있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임펠러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모터 하우징 내에 합체된 기저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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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9는 블로워 하우징, 모터 하우징, 모터 및 임펠러가 포함된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이 포함된 평

면에 있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임펠러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기저판 및 모터 하우징이 블로워 하

우징의 일부에 합체된 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10은 임펠러가 하나의 가능한 블레이드 전연부 형상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1은 임펠러가 또 하나의 가능한 블레이드 전연부 형상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실시예

도 1은 임펠러의 한 가지 실시 형태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16)을 포함하는 평면에 있다. 상기 단면

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임펠러에는 허브(11), 블레이드(12) 및 임펠러 상단 보호판(13)

이 포함되어 있다.

임펠러 허브(11)는 입구 반경(R2)보다 작은 반경(R1)으로 연장되어, 슬라이드 또는 기타 작용 없이 사출 성형 공구에

의한 단일형 구성이 가능하다.

블레이드 전연부(14)는 블레이드의 기저부(15)에서 임펠러 허브 반경(R1)보다 작은 반경으로부터 연장되어, 블레이

드의 기저부가 임펠러 허브(11)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임펠러 상단 보호판(13)은 블레이드를 덮고, 임펠러 축(16)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곡률을 갖고 있다. 상단 보호판의 곡

률은 임펠러를 통과하는 매끄러운 공기 유동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된다. 임펠러 상단 보호판은 임펠러의 구조부로서 

필요하다. 임펠러 상단 보호판은 유동 박리 및 난류를 방지하고, 임펠러를 벗어나서 다시 블레이드로 유입되는 유동의

재순환(그 결과, 작동 효율은 보다 낮아지게 됨)을 제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임펠러 

상단 보호판은 링(17)을 구비하여 재순환에 대하여 보다 길고 저항성 있는 유동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임펠러 입구 내로 재순환하는 유동의 양을 감소시킨다. 재순환 유동의 양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가의 링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임펠러 상단 보호판은 임펠러 입구 반경(R2)보다 큰 블레이드의

반경 방향 길이의 50% 이상을 덮는다.

임펠러 입구의 반경(R2) 및 그 반경에서의 블레이드의 높이(H2)는, 면적이 2πR2H2인 입구 실린더를 형성한다. 블

레이드 후연부의 상단부의 반경(R3) 및 블레이드 후연부의 높이(H3)는, 면적이 2πR3H3인 출구 실린더를 형성한다.

실린더 면적비는 입구 실린더의 면적 대 출구 실린더의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임펠러 

실린더 면적비는 1.0과 2.0 사이에 있다. 즉,

1.0 < R2H2/R3H3 < 2.0

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단 보호판 표면으로부터의 유동 박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비교적 큰 블로워 작동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임펠러 입구 면적은 반경이 R2인 원의 면적으로 규정된다. 임펠러 출구 면적은 반경이 R3이고 높이가 H3인 실린더의

면적으로 규정된다. 임펠러 입구의 출구에 대한 비율은 이들 두 면적의 비율이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임펠

러 입구 면적의 출구 면적에 대한 비율은 0.7과 1.0 사이에 있다. 즉,

0.7 <π(R2)  2 /2πR3H3 <1.0

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단 보호판 표면으로부터의 유동 박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비교적 큰 블로워 작동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이드의 상단부에서 블레이드 전연부는 입구의 반경보다 작은 반경으로 반경 방향 내측으로 돌출한다. 블레이드 

상단부에서의 블레이드 전연부의 반경과 입구 반경의 차이는 'a'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블레이드의 

대부분을 성형하는 절반의 공구가 블레이드(12)의 상단 에지(18)로 축방향 연장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두 절반의 

공구들은 이러한 에지를 따라 만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치수 'a'는 1 mm - 8 mm 이다.

도 2는 두 임펠러 블레이드의 도면을 나타내는데, 이 도면은 임펠러 축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에 있다. 상기 도면은 블

레이드의 상단에서의 블레이드 코드(21)와,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코드(22)와, 블레이드 후연부의 간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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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나타낸다. 블레이드 상단에서의 블레이드 코드(21)는, 블레이드 상단에서의 전연부로부터 블레이드 상단에서의 

후연부까지의 직선을 임펠러 축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으로 투사(projection)한 것으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블레이

드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코드(22)는,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전연부로부터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후연부까지의 

직선을 임펠러 축에 대하여 수직인 평면으로 투사한 것으로 정의한다. 최소 블레이드 코드는 이들 두 코드 중에서 보

다 짧은 것이다. 임펠러 직경의 적어도 15%인 최소 블레이드 코드는 종래의 단일형 임펠러보다 상당히 높은 작동 효

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통상적으로, 임펠러 직경은 최대 반경에서 블레이드 후연부의 직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높은 효율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높은 블레이드 솔리디티이다. 블레이드 솔리디티는 최소 블레이드 코드 

길이의, 후연부의 최대 반경에서의 블레이드 사이의 간격에 대한 비율로 정의한다. 적어도 2.0의 블레이드 솔리디티

가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최적이다. 블레이드 솔리디티는 블레이드 코드 길이를 제한하는 동일한 현상, 즉 블레이드

통로가 매우 좁아져서 공기 유동이 임펠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작동 효율을 감소시키는 현상에 의

해 제한된다.

도 3은 임펠러 블레이드의 사시도로서,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평균선(31)을 나타낸다. 블레이드 기저부에

서의 블레이드 평균선은, 블레이드 기저부를 따라 블레이드의 양 측면으로부터 등거리인 전연부로부터 후연부까지의

직선으로 정의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블레이드는 블레이드 기저부에서의 블레이드 평균선의 단지 20%(

예컨대, 처음 20%)에만 걸쳐서 임펠러 허브와 접촉한다.

도 4는 임펠러(43)와 기저판(42)를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41)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임펠러(43)의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기저판(42)은 임펠러 허브 반경(R1)

을 너머 반경 방향으로 연장되고,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는 도시한 바와 같이 임펠러 블레이드(44)의 기저부의 외부 

반경(R5)으로 연장된다. 기저판(42)은 임펠러(43) 바로 아래에 배치되고, 기저판은 임펠러 블레이드(44)의 기저부의 

윤곽에 상응하는 윤곽으로 되어 있다. 기저판(42)과 임펠러 블레이드(44)의 기저부 사이의 수직 거리는 도 4에서 'c'

로 나타나 있다. 임펠러를 통한 공기 유동 경로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하여, 'c'는 일반적으로 외부 반경(R5)의 

10%보다 작아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블로워의 효율은 기저판을 제조 공차가 허용하는 한 임펠러에 

근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최대가 된다. 자동차 환경 조절용 임펠러는 반경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60 mm 내지 130 m

m이다. 반경이 100 mm인 통상적인 임펠러에 대하여, 간극 'c'는 1 mm와 10 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도 5는 기저판이 마련된 임펠러를 포함하는 또 다른 블로워 조립체의 절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51)을 포

함하는 평면이다. 임펠러(54)의 단면도 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55)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실시 형태에는 기저

판(52)의 또 다른 실시 형태 뿐만 아니라 상단 보호판(53)의 또 다른 실시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 기저판(52)의 반경(

R4)은 임펠러 블레이드(55)의 기저부의 반경(R5)보다 작다. 기저판은 임펠러 허브 반경(R1)보다 큰 임의의 반경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상단 보호판(53)의 외경은 임펠러 블레이드(55)의 상단에서의 반경(R3)보다 작다. 블로워 하우징(

56)의 일부가 나타나 있다. 상단 보호판(53)의 반경 방향 길이가 임펠러 블레이드(55)의 상단의 반경(R3)보다 실질적

으로 작은 경우에, 블로워 하우징(56)의 일부는 재순환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펠러 블레이드(55)의 상단에 아주 근접

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도 6은 블로워 하우징(61), 임펠러(62) 및 모터(63)를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64

)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이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기저판(65)은 블로워 하우징(61)의 일부에 합체되어, 조립체에서의 부품 개수를 줄인다.

도 7은 블로워 하우징(71)과, 플랜지(73)가 구비된 모터(72)와, 임펠러(74)를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면은 임펠러 축(75)을 포함하는 평면에 있다. 상기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임펠러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

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기저판(76)은 모터 플랜지(73)에 합체되어 있다.

도 8은 블로워 하우징(81), 모터 하우징(82), 모터(83) 및 임펠러(84)를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

면은 임펠러 축(85)을 포함하는 평면이 다. 상기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

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기저판(86)은 모터 하우징(82) 내에 합체되어 있다.

도 9는 블로워 하우징(91), 모터 하우징(92), 모터(93) 및 임펠러(94)를 포함하는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로서, 이 단

면은 임펠러 축(95)을 포함하는 평면에 있다. 상기 블로워 조립체의 단면도에는 스웨프트 형태의 블레이드가 포함되

어 있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모터 하우징(92) 및 기저판(96)은 블로워 하우징(91)의 일부에 합체되어 있다.

도 10은 한 가지 가능한 블레이드 전연부 형태(102)를 나타내는 임펠러의 사시도이다. 블레이드 전연부 형태는 제작 

요건을 수용할 정도로 가변적이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블레이드 전연부는 거의 수직이고, '풋(foot; 101

)'은 블레이드를 허브에 부착시킨다.

도 11은 또 다른 가능한 블레이드 전연부 형태(111)를 나타내는 임펠러의 사시도이다. 블레이드 전연부 형태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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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수용할 정도로 가변적이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전연부는 그 스팬에 걸쳐서 각도가 일정하다.

본 발명의 많은 실시 형태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이 다양한 수

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장착되고, 각각 전연부와 후연부를 구비하는 복수 개의 블레이드와 임펠러 허브 및 상단 

보호판을 포함하며, 상기 블레이드는 소정의 임펠러 직경, 실린더 면적비, 출구 면적, 최소 코드 길이, 블레이드 평균

선 길이 및 블레이드 솔리디티를 형성하고, 상기 상단 보호판은 소정의 임펠러 입구 반경과 입구 면적을 갖는 임펠러

로의 입구를 형성하는, 원심형 임펠러에 있어서

a) 단일형으로 사출 성형되고,

b) 상기 임펠러 허브는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작은 반경으로 외측으로 연장되며,

c) 상기 블레이드는 임펠러 허브 반경보다 작은 반경으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되고,

d) 상기 상단 보호판은 상기 임펠러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곡률이 있으며,

e) 상기 실린더 면적비는 1.0과 2.0 사이에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보호판은 유동 재순환을 조절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보호판은 상기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큰 블레이 드의 반경 방향 길이의 적어도 50%에 걸

쳐서 블레이드를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전연부의 상단부는 상기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작은 반경으로 내측으로 돌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코드 길이는 상기 임펠러 직경의 적어도 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솔리디티는 적어도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는 상기 블레이드 기저부에서 평균선 길이의 20%보다 작은 길이에 걸쳐서 상기 허브

와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전연부의 상단부는 상기 임펠러 입구 반경보다 1 mm - 8 mm 작은 반경으로 내측으

로 돌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구 면적의 출구 면적에 대한 비율은 0.7과 1.0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임펠

러.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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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판과 제1항의 원심형 임펠러를 포함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로서,

상기 임펠러 상단 보호판과 기저판은 입구로부터 출구까지의 공기 유동 경로를 함께 형성하며, 상기 기저판은

a) 상기 임펠러 허브 반경보다 큰 반경으로 외측으로 연장되고,

b) 회전하지 않으며,

c) 상기 기저판과 임펠러 블레이드 사이의 간극은 상기 임펠러 반경의 10%보다 작은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블로워 하우징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저판은 이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분에 단일 부품으로 합체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모터와 모터 플랜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저판은 이 모터 플랜지에 단일 부품으로 합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모터 하우징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저판은 이 모터 하우 징에 단일 부품으로 합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블로워 하우징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모터 하우징은 이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에 단일 부품으로 합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판은 상기 임펠러가 회전할 때 상기 임펠러 블레이드의 기저부의 윤곽에 상응하도록 상기

임펠러와 조합하여, 그 윤곽이 형성되어 상기 공기 유동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판은 팬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만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청구항 17.
제1항의 원심형 임펠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임펠러를 단일 부품으로 사출 성형하는 것인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1항의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의 조립 방법으로서, 상기 블로워 하우징의 일부에 모터를 장착하고, 상기 임펠러는 

이 모터에 부착하는 것인 조립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의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의 조립 방법으로서, 상기 모터는 상기 모터 플랜지에 장착하고, 상기 임펠러는 상기 

모터에 부착하는 것인 조립 방법.

청구항 20.
제13항 또는 제14항의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의 조립 방법으로서, 상기 모터 하우징에 모터를 장착하고, 상기 임펠러

는 이 모터에 부착하는 것인 조립 방법.

청구항 21.
제1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자동차 환경 조절 시스템에 설치되도록 크기 및 구성이 정해지는 

것인 원심형 블로워 조립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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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교적 높은 작동 효율과 높은 압력 성능을 나타내는 원심형 임펠러를 포함하고, 단일품으로 용이하게 구

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교적 높은 작동 효율과 저비용의 구성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다. 본 발명은 특히 플라스틱

을 사출 성형하여 제작하는 것에 적합하다. 임펠러의 특징은 허브가 임펠러 입구의 반경보다 작은 반경으로 연장되어

활주 또는 기타 작용 없이 사출 성형 공구에 의하여 단일품으로 구성할 수 있고, 블레이드의 기저부에서의 허브 반경

보다 작은 반경으로부터 연장되어 블레이드의 기저부가 허브에 연결될 수 있으며, 임펠러 상단 보호판이 임펠러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곡률이 있고, 실린더 면적비가 1.0과 2.0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블로워 조립체의 특징은, 분리된 

기저판이 임펠러 블레이드의 기저부에 매우 근접하게 배치된다는 것이다. 상기 기저판은 모터 플랜지 또는 블로워 또

는 모터 하우징에 합체될 수 있다.

대표도

도 6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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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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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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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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