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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Fastback형 차량의 공력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량 

전방 하부 부분에 프론트 디퓨저를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전산해석을 통

하여 수행하였다. 차량의 Base 모델은 뮌헨공과대학교(Technical Univ

-ersity of Munich)에서 공개한 자료인 DrivAer model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stback형 차량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 차량

은 타이어와 차량 하부를 정밀히 구현되어 있는 형상이다. 고성능/모터

스포츠 차량에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하면 차량 전방 하부에 저압영역이 

생성되고 이는 다운포스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함

으로서 생성되는 공력특성의 변화를 보기위해 변수는 폭, 길이, 각도 총 

세 가지로 수행을 하였으며, 최적점을 찾기 위한 추가수행, 매개변수연

구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전방 휠하우스 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수행을 하였다. 프론트 디퓨저 설계시 차량 하부 형상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 차량 내부 부품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 판단되는 곳

을 설정하였으며 프론트 디퓨저 부근의 국소 부분을 분할하여 비교하였

고, Base 모델과 각 케이스별 비교를 통하여 프론트 디퓨저가 차량의 

공력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Base 모델보다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한 모델의 국소부위 

다운포스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최적점을 찾아 공력특성이 개선됨을 보

였다.

Keyword : CFD, 전산해석, 공력, 다운포스, 항력, 프론트 디퓨저, 언더

바디

학번 : 2016-20753

이름 : 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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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등 행렬

 Jacobian of transformation matrix 

 numerical dissipation

 freestream kinetic viscosity

 마하수

 Drag Force(저항력)

γ 비열비

 MUSCL 기법 조절 상수

[하첨자]

∞ 자유류 값

 격자점의 위치

 점성항

 이웃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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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좌표계에서의 값

[수학기호]

△ 전방 차분(forward difference)

▽ 후방 차분(backward difference)

δ ξ, δ η ξ,η방향 공간 차분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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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천연자원과 친환경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

기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등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방안이 세계 각국의 차량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차량 

무게가 10% 감소하면 약 3.2%의 연비 향상이 가능하며,  0.3 전후

를 갖는 차량 항력이 10% 저감되면 연비는 약 2%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소형 승용차는 항력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성 역시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이 낮아져야하는데, F1 그랑프리에서 역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러나 2009 F1 차량 모델의 뒷바퀴 높이를 조정하여 항력을 측정한 실

험결과와 일반적인 차량 모델에 윙을 부착하고 각도를 변경하여 해석

한 결과를 보면 차량의 항력 감소와 다운포스 생성은 쉽지 않다.   

국내에서 기술선진국 대비하여 차량의 공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며 공력아이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고성능/모터스포츠 차량에만 적용되어 있는 프론트 디

퓨저를 일반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용 Fastback형 고성능 차량에 

설치하여 공력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1 차량에서 쓰이는 윙이나 

프론트 스플리터와는 달리 프론트 디퓨저는 차량 하부에 설치되기 때문

에 일반 차량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외형의 디자인적

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다른 공력아이템들보다 좀더 공력적으로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시 하부에 배치

된 내부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위치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다양한 완성차회사인 AUDI, BMW, CHEVROLET, FO

RD 등등 실제로 프론트 디퓨저를 개발하여 하부에 실제 적용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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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프론트 디퓨저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

여 프론트 디퓨저의 역할과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차량의 언더바디 전방 

부분에 프론트 디퓨저 형상을 설계하여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유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1.2 배경지식

1.2.1 다운포스(양력)

다운포스는 유입류가 차량 하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속되며 압력이 낮

아지게 되는데 이때 차량의 상,하부 압력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차이로 

인하여 다운포스가 생성된다. 그림 Ⅰ-1은 다운포스가 생성되는 원리이

다.

다운포스의 가장 큰 역할은 차랑의 주행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그림 Ⅰ-2에서처럼 F1에서 자동차가 코너링을 할 때 좀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다운포스 증가를 위해서는 부가 장

치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Ⅰ-1 Downforce 생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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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F1 2009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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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프론트 디퓨저

일반적으로 프론트 디퓨저는 차량 언더바디의 전방 휠하우스 앞에 설치

되어 있다. 차량 주행 시 프론트 디퓨저로 들어오는 유동은 팽창하여 가

속된다. 이로 인하여 하부 전방 국소부위에 저압영역이 생성되어 전방 

다운포스가 증가하게 되고 전체적인 차량의 다운포스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Ⅰ-3 왼쪽 그림은 코닉세그 차량에서 프론트 디퓨저가 작동하여 

전방 언더바디 부근에 생기는 저압영역을 보여준다. 250 까지 속

도를 올릴 때 다운포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프론트 디퓨저의 플랩을 올리

게 된다. 이 때 프론트 디퓨저 안으로 들어가는 유동이 가속되어 저압영

역이 일부분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Ⅰ-3 오른쪽 그림은 플랩

이 다시 내려간 상태로 하부 저압영역이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Ⅰ-3 Koenigsegg Agera one 프론트 디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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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프론트 디퓨저 실제 사례

그림 Ⅰ-4,5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프론트 디퓨저가 다양한 완성차 회

사에서 만든 실제 차량에 적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림 Ⅰ-4 2012 Camaro ZL1 Underbody

그림 Ⅰ-5 2016 Ford Focus RS Under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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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지배방정식 및 모델링 기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엔진 룸 내부유동을 제외한 차량 외부 정상상태 유동장 

해석을 위해 3차원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과  SST 난

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비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3차원  직교 좌표계에

서 무차원화를 한 보존형 벡터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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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난류 모델

난류 모델  SST를 사용하였으며 난류운동에너지  및 난류운동

에너지의 진동수 에 대한 모델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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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2.0 2.0 0.9 5/9 0.075 5/9

0.09 1.0 1.1682 0.9 0.44035 0.0828 0.44035

표 Ⅰ-1 난류 모델에 사용된 모델링 상수

사용한 SST 모델 상수값은 다음 표와 같다.

2.3 수치기법

Navier-Stokes 방정식은 시간에 쌍곡선형(hyperbolic)인, 비선형 

연립 편미분 방정식으로 유동장을 수치해석하기 위해서는 차분을 하여 

시간과 공간 이산화를 통하여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해야한다. 지배방정

식에는 유한체적법을 사용하고 내재적 해법형태로 표현하면 MacCorm

-ack이 제안한 형태와 같게 된다.

() =  (4)

는 각 시간단계에서 보정되는 값이며 는 지배방정식을 차분

한 항으로 수치해의 정확도와 관계되어 있다. 는 다음 시간 

단계로 넘기는 역할을 하며 계산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우변 비점성 플럭스는 upwind difference방법을 사용하였고 점성 플

럭스는 central difference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차 공간정확도를 위하여 MUSCL(Monotone Upstream- Ce

-ntered Scheme for Conservation Laws)을 사용하였고 불연속면 

부근의 수치진동을 고려하여 Minmod Limit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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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간차분법

본 논문에서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차분(Spatial Discr

-etization)은 2차 이상 정확도를 갖도록 하였다. MPI(Message Pas

-s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CPU 96개로 병렬계산을 수행하였고 계

산시 내재적 기법(Implicit)을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하였다.
∼ 

기본적인 이산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인 scalar transport equation를 

사용하였다. 

 


∙ (5)

또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기에 모든 항의 밀도

는 일정한 값으로 처리하였다.

2.3.1.1 풍상차분법

대류항 플럭스의 공간차분화를 위해서 Osher의 upwind differece

를 사용하였다. 비점성항에 수치점성항(numerical dissipation ter

m)을 추가하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1차 정확도를 갖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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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는  


를 중심으로 양과 음 방향으로 가는 플럭스를 나타낸다. 

플럭스의 차분은 다음과 같다.

∆
 


±

±
∆

 

 (8)

여기서 는 플럭스를 구하는 지점의 양쪽 평균값을 나타낸다.

Positive and negative Jacobian matrix 
±

는 다음과 같은 

similarity transformation으로 구할 수 있다.

  
 

(9)

일반적 플럭스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10)

매트릭값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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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ntravariant velocity인 는 다음과 같다.

   (12)

그러므로 Jacobian Matrix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다.

 







  

  

  





 (13)

여기서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적용하면

    

 

 

 


 (14)

여기서 c는 artificial speed of sound이며 다음과 같다.

 






 
  (15)

이를 이용하여 다음의 right eigenvector와 inverse를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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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는 양과 음의 특성치로 나눌 수 있다.

     

  







 




 
(20)

Jacobian matrix를 양과 음으로 분해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Jacobian matrix의 절대값을 구하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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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3)

2.3.1.2 고차 공간정확도(MUSCL)

일반적인 풍상차분법은 공간 정확도가 1차이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서 변수 외삽을 하거나 플럭스를 외삽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 변수를 

외삽하는 경우 MUSCL(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 

for Conservation Laws)이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 기법으로 원

시 변수를 외삽하였다.


외삽을 통한 고차 공간차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연속면의 overshoot

이나 undershoot을 막으며 단조성을 유지하기 위해 Limiter를 사용

하였다.


 


   


     (24)


 


   


   

  


일 경우 3차 공간 정확도를 가지며     일 경우는 2차, 

특히   일 경우는 2차 central-difference 기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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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SIMPLEC(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Consistent)기법

해석 시 사용된 이 기법은 가정된 압력장에서 운동량방정식을 풀고, 질

량보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속방정식에서 유도된 압력수정방정식을 

풀어 속도의 수정성분을 얻는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25)

주변 점에서 속도변동량을 중심점에서의 속도보정량과 같게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 ′에 대한 관계식을 줄 수 있다.

′ 





∇′ (26)

여기서 ∇는 셀 에서 구한 압력기울기의 방향성분을 나타낸

다. 이 SIMPLEC 알고리즘에서 압력 내삽 방법은 면의 압력값을 보간

하여 구하는데 이때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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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시간 차분법

정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pseudo-time sub-iteration이 쓰였다.







 (28)

위 식을 2차 정확도를 갖도록 3개 점으로 내삽한 backward formula

r로 쓰고, 식의 우변으로 이항하면

∆

 
 (29)

위의 식 좌변에 의 pseudo-time 미분항을 첨가하면







∆





 (30)

일반적으로 고차보다 1차가 수렴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pesudo-time 미분항을 1차 Euler 내삽으로 나타내면

∆

  



(31)

여기서 m은 pseudo-time interation level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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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렴가속기법(Algebraic Multigrid, AMG) 

Navier-Stokes 방정식은 점성 영역으로 인한 경계층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격자가 요구되고 수치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수치해석 수행시 극도

로 느린 수렴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중격자기법에 

Gauss seidel기법을 같이 사용하였다.


그림 Ⅱ-1 Logic Controlling Multigrid Cycle Algorithm

2.4 해석 기법

본 논문에서는 상용 툴인 ANSYS Fluent 13.0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3차원 형상 작업과 격자 생성 작업은 ANSA 17.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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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석 대상 선정

해석 대상은 BMW, AUDI 회사와 Technische Universitat Munc

-hen(TUM)에서 합작으로 만들어 공개한 DrivAer 모델로 선정하였

다. 이 모델은 현실적인 차량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언더바디와 휠하우

스 내부를 정밀하게 구현한 모델로 선정을 하였다. 그림 Ⅱ-2와 같이 

(a) Fastback, (b) Notchback, (c) Estateback 세 가지 모델이 있

으며 그림 Ⅱ-3에 표시된 차량의 루프탑을 교체하여 바꿀 수 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 Fastback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량 전장, 전폭, 전고 등의 자세한 치수은 그림 Ⅱ-4~6에 

나와있다.

그림 Ⅱ-2 DrivAer Model – (a) Fastback, (b) 

Notchback, (c) Estateback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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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DrivAer Model Rooftop

그림 Ⅱ-4 DrivAer Model – Fastback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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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DrivAer Model – Fastback Front View

그림 Ⅱ-6 DrivAer Model – Fastback Low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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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격자구성

표면격자는 250만개, 공간격자는 5천만개 수준으로 비정렬격자를 생

성하였으며 프리즘 레이어는 12층을 쌓았다. 첫 셀의 높이는 0.04 

이며 전체 높이는 약 21 이고  는 1 수준이다.

그림 Ⅱ-7 Vehicle Surface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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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Vehicle Volume Gird

그림 Ⅱ-9 Wall y+ values at the Vehicl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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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전산해석 검증

3.1 풍동실험과 전산해석 비교 및 검증

검증은 1:2.5 scale 모델로 풍동실험을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TUM)에서 수행한 결과


와 전산해석을 비교함으로써 완료

하였다. 

3.1.1 경계조건

전산해석조건은 1:1 비율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상사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입류 속도를 2.5배 줄여서 해석하였다.

실험조건 전산해석조건

scale 1:2.5 1:1

Re ×

inlet 40  16 

outlet 1 atm 1 atm

표 Ⅲ-1 실험조건과 전산해석조건 경계조건

1) 차량의 주행효과모사

실제 차량의 주행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지면에는 Moving Wall 경

계조건을 사용하여 차량 속도와 동일한 속도를 주었다. 또한 주행 중 바

퀴의 회전효과를 고려하여 Wheel Rotation 경계조건을 유입류 속도

(16 )에 맞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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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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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초기 전산해석 결과 비교

초기 전산해석 수행시 표면압력분포가 그림 Ⅲ-2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일부분이 맞지 않는 곳이 있었다. 이는 실험에서 스트럿 형상을 부착한 

영향이라 판단되어 Fastback 형상에 NACA0012를 스트럿 형상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한 결과는 그림 Ⅲ-3~5와 같다. 그림에서 점으로 표기

된 것은 실험값이며 선으로 표기된 것은 전산해석 결과이다. 그 결과 실

험값과 전산해석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아 신뢰할 수 있다고 판

단 하였다.

그림 Ⅲ-2 실험모델 및 초기전산해석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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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Vehicle Car Surface Upper 

Pressure Coefficient

그림 Ⅲ-4 Vehicle Underbody Pressur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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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Vehicle Car Surface Side 

Pressur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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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검증 결과

해석 결과는 그림 Ⅲ-6,7과 같다. 그러나 항력값은 약 ±0.01, 양력은 

±0.025 사이를 계속 진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일정한 값 근처

에서 진동하는 1만개 정도의 값을 평균을 취하여 계산하였다. 항력의 

에러율은 약 1%이고, 표면압력분포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보았을 때 

전산해석 결과의 항,양력 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값은 

표 Ⅲ-2와 같다. 

Drag Coeffcient Lift Coefficient

Experiment 0.275 0.05

CFD 0.278 0.03

표 Ⅲ-2 실험과 전산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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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Iteration에 따른 Drag Coefficient 그래프 

그림 Ⅲ-7 Iteration에 따른 Lift Coefficient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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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형상 모델링

4.1 프론트 디퓨저 형상 모델링

프론트 디퓨저의 형상을 할 때 변수는 폭, 길이, 각도 세 가지였다. 위

치는 그림 Ⅳ-1과 같이 전방 휠하우스 바로 앞이며, 폭은 100, 150, 

200  길이는 200, 250, 300  각도는 0, 10, 20°였다.

프론트 디퓨저 각도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base 모델의 각도는 

–6.5°였다.

그림 Ⅳ-1 프론트 디퓨저 형상과 길이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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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프론트 디퓨저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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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량 형상 분할

각 case별 특정 부위 영역의 공력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차량의 형

상을 일부분 분할하였다. 분할한 곳은 그림 Ⅳ-3,4와 같이 프론트 디퓨

저가 설치되어 저압영역이 생기는 차량의 전방 언더바디를 분할하였고, 

프론트 디퓨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되는 차량의 전방 휠하우스 부

분을 분할하였다.

그림 Ⅳ-3 Base Model 형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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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Front Diffuser Model 형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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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해석 결과

5.1 프론트 디퓨저 폭 조절 결과

그림 Ⅴ-1은 폭을 100, 150, 200  조절하여 계산한 전방 국소부

위 다운포스 변화량을 나타낸 결과이며 폭에 따른 전방 국소 영역의 다

운포스 변화량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폭은 길이와 각도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운포스 효과가 가장 큰 폭 150 으로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Ⅴ-2는 폭 조절을 해석한 후, 차량의 전방 언

더바디 부분을 분할한 컨투어 형상으로, 디퓨저를 설치한 부분 주변의 

표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Ⅴ-1 폭 100, 150, 200  전방 국소부위 다운포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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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Front Underbody Surface Pressure

(Base, Wid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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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론트 디퓨저 길이, 각도 조절 결과

전체 항,양력을 계산한 결과인 그림 Ⅴ-3을 보면 각도가 증가할수록 전

체 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다운포스는 길이 200 일 때 증가했다

가 점차 길이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공

력특성을 많이 개선시킨 결과는 프론트 디퓨저는 길이가 300  각도

가 0°일 때였다.

그림 Ⅴ-3 프론트 디퓨저 길이, 각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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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프론트 디퓨저의 일반적인 효과

그림 Ⅴ-4,5를 비교해보면 프론트 디퓨저를 차량에 설치시 프론트 디퓨

저를 통과하는 유동은 전방 휠하우스의 후방으로 유도되어 base와 비교

해보았을 때, 차량 하부보다는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특징을 보인

다. 이러한 특성은 차량의 하부로 들어가서 복잡한 하부 구조물에 부딪

히는 유동이 감소되어 차량 하부의 전체적인 유동 특성을 개선시켰다. 

이 유동 특성이 개선됨에 따라 하부의 다운포스 증가 및 항력 감소 효과

가 있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 분할한 부분의 공력특성을 확인해보았다.

그림 Ⅴ-4 Base Streamline,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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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Front Diffuser Model Streamline,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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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전방 국소부위 다운포스 효과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시 프론트 디퓨저로 들어가는 유동이 팽창하여 가

속된다. 이에따라 국소저압영역이 생성되어 프론트 디퓨저의 길이와 각

도가 증가하면서 전방 국소부위의 다운포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그림 Ⅴ

-6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전체 다운포스는 그림 Ⅴ-3에 나타난 그래프

의 결과처럼 프론트 디퓨저의 각도가 커질수록 감소하게 되고, 전체 항

력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전방 국소부위 다운포스 효과는 차량의 전

방 언더바디 부분을 분할한 base와 case9번을 비교해 놓은 그림 Ⅴ-7

처럼 증가한다. 전체 다운포스가 감소한 원인은 프론트 디퓨저를 통과한 

유동들이 전방 휠하우스에 영향준 것이 클것이라 판단하여 전방 휠하우

스의 항,양력을 확인해보았다.

그림 Ⅴ-6 Front Underbody 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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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Front Underbody Surface Pressure(Base, C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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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전방 휠하우스 다운포스 효과

그림 Ⅴ-8 결과처럼 전방 휠하우스의 다운포스는 길이와 각도가 커짐

에 따라 감소하며 전체 다운포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나 20°일 

때는 전방 국소 영역에서 다운포스가 증가한 만큼 감소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프론트 디퓨저를 통과하는 유동이 길이와 각도가 커질수록 더 많

이 전방 휠하우스로 유도되기 때문인데, 이 유동들이 전방 휠하우스의 

상부에 부딪혀 높은 정체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림 Ⅴ-8 Front Wheelhouse 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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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Base Surface pressure,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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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Case9 Surface pressure,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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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전방 휠하우스 항력 효과

그림 Ⅴ-11의 결과를 보면 전방 휠하우스의 항력은 일정이상 각도가 

증가하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그림 Ⅴ-12,13의 표면 

압력차이를 보면 알 수 있듯 각도가 클수록 프론트 디퓨저로 들어오는 

유동이 많아지게 되어 전방 휠하우스의 후면에 부딪히는 유동으로 인하

여 높은 정체압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전체 항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차량의 휠하우스 내의 항력 증가량과, 다운포스 감소량을 고려하

여 전체 차량의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프론트 디퓨저를 적절한 

길이, 각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Ⅴ-11 Base Streamline,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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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Base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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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Case9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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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가수행

5.3.1 최적점 결과

차량의 공력성능이 가장 많이 개선된 300  0°프론트 디퓨저 모델 

차량에서 최적점을 찾기 위해 추가수행을 하였다. 길이 200 에서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운포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길이 300 에서도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여 수행한 결

과 –3°와 5°사이인 0°가 최적점임을 알았다. Ⅴ-14,15는  –3°와 

5°를 해석한 결과로서 전체 항력은 5°보다 감소했고 전체 다운포스는 

–3°, 5°보다 증가했다. 

그림 Ⅴ-14 300  –3, 0, 5°Dra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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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300  –3, 0, 5°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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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프론트 디퓨저 입구위치 변경

길이와 각도가 커짐에 따라 차량 하부 공력성능이 향상되었으나 전방 

휠하우스 안의 항력이 증가하고 다운포스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차량 성

능 하락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전방 휠하우스 안의 항력을 감소

시키고 다운포스를 증가시킬 방법을 입구위치는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수

행하였다.

휠하우스 내의 항력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운포스가 가장 크게 감소

한 프론트 디퓨저 300  20°차량을 선정하여 입, 출구의 폭은 150 

로 유지하고, 입구는 차량의 중심 안쪽으로 50 를 평행이동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Ⅴ-16 300  20°입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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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300  20°입구위치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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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입구위치 변경 후 해석 결과

그림 Ⅴ-18,19와 같이 전체 항력이 300  20°대비 감소했으며 

다운포스는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그림 Ⅴ-20를 보면 알 수 있듯 프론

트 디퓨저로 들어온 하부 유동들을 더 바깥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유동이 차량 하부보다는 측면으로 더 많이 빠져 나가게 되

어 차량의 하부의 유동 특성들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체적

인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림 Ⅴ-21 표기한 부분은 표면 압력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Ⅴ-18 Case9, 9-1 Dra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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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Case9, 9-1 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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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0 Case9, 9-1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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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1 Case9, 9-1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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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입구위치 변경 후 전방 국소부위 다운포스 효과

그림 Ⅴ-22의 결과와 같이 하부 전방부분의 다운포스는 오히려 감소

하였다. 이 이유는 300  20°와 달리 입구의 위치를 변경시킨 모델

(case9-1)의 경우, 프론트 디퓨저를 통과하는 유동 방향이 유입류 방

향과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Ⅴ-23과 같이 프론트 디퓨저 부근

에서 300  20°에 비하여 표면압력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림 Ⅴ-22 Case9, 9-1 Front Underbody 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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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Case9, 9-1 Front Underbody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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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입구위치 변경 후 전방 휠하우스 다운포스 효과

그림 Ⅴ-24의 결과와 같이 차량 전방 휠하우스에서 길이 300 

20°보다 다운포스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

그림 Ⅴ-24 Case9, 9–1 Front Wheelhouse Dow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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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입구위치 변경 후 전방 휠하우스 항력 효과

그림 Ⅴ-25의 결과와 같이 차량 전방 휠하우스에서 길이 300 

20°보다 항력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림 Ⅴ-25 Case9, 9-1 Front Wheelhouse Dra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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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에서 설명 했듯이 차량 전방 휠하우스로 들어가는 유동이 더 

바깥쪽으로 유도되어 휠하우스 내부에 부딪히는 유동이 감소하였기 때문

이다. 그림 Ⅴ-26는 표면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Ⅴ-26 Case9, 9–1 Front Wheelhouse Surfac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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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6.1 결론 및 Future Work

그림 Ⅵ-1,2에 나타난 것처럼 프론트 디퓨저를 설치시 전방 국소부분

의 저압영역이 생성되어 다운포스가 증가하고 하부 유동특성이 개선되어 

전체 다운포스가 증가한다. 그러나 프론트 디퓨저의 각도가 일정이상 커

질 시 전방 휠하우스 내의 높은 정체압 영역 확대로 인하여 전체적인 차

량 성능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러나 여기서 프론트 디퓨저 입구의 위치

를 바꿀 시 전방 휠하우스의 항력을 줄이고 다운포스를 증가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전방 휠하우스의 항력을 크게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다운포

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폭, 길이, 각도를 선정한 후 입구위치를 조절하

여 최적점을 찾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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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Base Model Pressure Contour

그림 Ⅵ-2 Front Diffuser Model Pressure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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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rametric study on the front 
diffuser of high-performance car

Jang. Gun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fastback type vehicle, parametric study of the front 

diffuser at the front part of the vehicle was conducted thr

ough computational analysis. Base model of the vehicle is 

DrivAer model, which is published at the Technical Univer

sity of Munich. Selected fastback type is most used in Kor

ea. The installation of a front diffuser in a high-performa

nce / motor sport vehicle creates a low-pressure area in t

he lower front of the vehicle, which causes an increase in 

Downforce. In order to see the change of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generated by installing this front diffuser, p

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with width, length, and ang

le. Additional performances to find the optimum point, To 

perform a further operation were conducted. In the design 

of the front diffuser, the shape of the lower part of the ve

hicle is modified so that it does not affect the internal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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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of the vehicle as much as possible. The local parts near 

the front diffuser were divided and compared. The effect o

f the diffuser on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ve

hicle was confirmed.

Finally, the model with the front diffuser confirmed that t

he Downforce was increased in the local region, and the ae

rodynamic characteristics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b

ase model by finding the optimum point.

Keyword : CFD, Aerodynamics, Downforce, Drag, Front diffuser, 

Underbody

Student Number   :  2016-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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