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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세단 형 차량의 주행저항을 저감을 위하여 차량하부와
전후방에 부착되는 공력저감 장치들을 개발하였고,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Equation과 약 1,100∼1,500만개의 형상격자를 가지고 전
산해석을 통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세단 형 차량을 기본 형상으로 선택하였고, 복잡한 차량하부 및 엔진룸
내부까지를 포함하여 전산해석으로 공력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제어가
가능한 형상의 언더커버를 개발하고 법적 한계 높이인 최저지상고를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다른 형상으로 장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
하였고, 이를 기본 형상과 비교하여 달라진 공력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공
력성능이 뛰어난 언더커버 형상을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공력저감장치인 차량 하부 핀을 처음으로 개발하였고 최저지상고 범위
내의 높이별, 두께별, 설치 위치 및 형상별로 장착하여 해석을 하였고 공
력특성을 파악하였다. 차량 언더커버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기
본형상 대비 약 4.1%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얻었으며, 차량 언더커버
와 하부 핀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서는 기본형상 대비 약
5.88%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차량 하부 및 측면
공력저감 장치인 사이드 에어 댐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법적 한계 높이인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별, 형상별로 장착하여 해석을
하였고 공력특성을 파악하였다. 차량 언더커버, 하부 핀 그리고 사이드
에어 댐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7.03%의 공
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차량 하부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
들의 민감도 평가를 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조건의 차량
하부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을 통하여 이들의 조합이 후류에 미
치는 영향과 upwash의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차량 후류 평가들을 바탕
으로 하여 리어디퓨져의 기본 길이를 산정하였고, 기본 길이를 늘이고
줄여가면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선된 전체-언더커버를
기준으로 리어디퓨져의 길이별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존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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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검증 및 주기성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리어디퓨
져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반영하여 리어디퓨
져의 형상을 개선하였다.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 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
랩 작동 모드 별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부분-언더커
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 하부 디플렉터, 리어디퓨져, 능동형 에어
플랩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전체 공력저감 장치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성능향상에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고, 기본형상 대비 약
13.1%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 요 어 : 전산해석, 공력저항, 공력저감, 공력저감장치, 언더커버, 하부
핀, 하부 디플렉터, 능동형 사이드 에어 댐, 능동형 리어 디
퓨져, 능동형 에어 플랩
학번 : 2008-30188
이름 : 김 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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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1 차량 후류 (좌 : Case52 / 우 : Case54)
그림 Ⅴ-22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44,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23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2,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24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4, 측정위치 지상 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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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4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6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7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7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2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8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9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그림 Ⅴ-30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그림 Ⅴ-31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
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그림 Ⅴ-32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3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3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2,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35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36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37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2,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38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중 : Case54 / 하 : Case52)
그림 Ⅴ-39 리어디퓨져 길이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주행속도 120 km/h, 기존 연구결과[59∼62]
그림 Ⅴ-40 차량 후방 형상 변경 전, 기존 형상 연구 [47∼50]
그림 Ⅴ-41 차량 후방 형상 변경 후, 기존연구 [47∼50]
그림 Ⅴ-42 개선안 적용 전의 기존 리어디퓨져 형상
그림 Ⅴ-43 개선안 적용 후의 개선된 리어디퓨져 형상, 실제작 형상
그림 Ⅴ-44 실제작된 리어디퓨져 Prototype, 개선안 적용과 최적 길이 평가 및
반영된 형상, 제작 : HMC, TOMATO A&P
그림 Ⅴ-45 개선된 Rear Diffuser, Length 350 mm, 차량 측면-상단-하단 형상 (Case58)
그림 Ⅴ-46 개선된 Rear Diffuser, Length 700 mm, 차량 측면-상단-하단 형상 (Case67)
그림 Ⅴ-47 엔진룸 유동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그림 Ⅴ-48 차량 하부 유동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그림 Ⅴ-49 차량 후류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그림 Ⅴ-50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8, 측정위치 지상 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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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1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9,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52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1,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53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4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9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1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6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2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7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3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8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9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5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60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6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61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7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62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D 변화
그림 Ⅴ-63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D 개선율
그림 Ⅴ-64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L 변화
그림 Ⅴ-65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L 개선율
그림 Ⅴ-66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그림 Ⅴ-67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68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6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1 (좌 : NO 리어디퓨
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0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2 (좌 : NO 리어디퓨
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1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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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2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7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75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하 : Case58)
그림 Ⅴ-76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
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77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
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78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1 (좌 : 동일길이 개
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7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2 (좌 : 동일길이 개
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0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
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1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2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8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8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85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86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87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88 차량 후방 유선 (상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하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9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
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0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
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1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
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2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
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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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3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4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중 : Case61 / 하 : Case58)
그림 Ⅴ-95 YF SONATA Base 형상 차량(Case01)의 후류 Upwash (좌상 : 차
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그림 Ⅴ-96 개선된 리어디퓨져 최고성능 길이 장착한 형상 차량(Case58)의 후
류 Upwash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
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그림 Ⅵ-1 기존 Air Flap (Air Shutter, 우)과 개선한 형상의 Active Air Flap(좌)의 개념도
그림 Ⅵ-2 차량 전방 그릴에서의 에어 플랩 작동 개요도
그림 Ⅵ-3 액티브 에어 플랩의 풍동 실험, HMC [69]
그림 Ⅵ-4 액티브 에어 플랩 상세 설계, 제작 : TOMATO A&P, HMC
그림 Ⅵ-5 액티브 에어 플랩 컨셉 적용, Prototype, 제작 : TOMATO A&P, HMC
그림 Ⅵ-6 Case68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all open Mode
그림 Ⅵ-7 Case58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all close Mode
그림 Ⅵ-8 Case69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upper open Mode
그림 Ⅵ-9 Case70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under open Mode
그림 Ⅵ-10 엔진룸 유동, Case68
그림 Ⅵ-11 엔진룸 유동, Case58
그림 Ⅵ-12 엔진룸 유동, Case69
그림 Ⅵ-13 엔진룸 유동, Case70
그림 Ⅵ-14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68 / 우 : Case58)
그림 Ⅵ-15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69 / 우 : Case70)
그림 Ⅵ-16 차량 후류 (좌 : Case68 / 우 : Case58)
그림 Ⅵ-17 차량 후류 (좌 : Case69 / 우 : Case70)
그림 Ⅵ-18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8,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19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8,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20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9,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21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70,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22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Ⅵ-23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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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4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9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Ⅵ-2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70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Ⅵ-26 AAF 작동모드에 따른 CD 변화
그림 Ⅵ-27 AAF 작동모드에 따른 CD 개선율
그림 Ⅵ-28 AAF 작동모드에 따른 CL
그림 Ⅵ-29 AAF 작동모드에 따른 CL 개선율
그림 Ⅵ-30 AAF 작동 모드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그림 Ⅵ-31 AAF 작동 모드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실제작형상 그룹
그림 Ⅵ-32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33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그림 Ⅵ-34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그림 Ⅵ-35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그림 Ⅵ-36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37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그림 Ⅵ-38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그림 Ⅵ-3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그림 Ⅵ-40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41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그림 Ⅵ-42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그림 Ⅵ-43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그림 Ⅵ-4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8,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5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6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9,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7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70,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8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8,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49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50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9,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51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70,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52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68 / 하 : Case58)
그림 Ⅵ-53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69 / 하 : Case70)
그림 Ⅵ-54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71 / 하 : Case59)
그림 Ⅵ-55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72 / 하 : Cas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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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1 연구목표
본 논문의 목표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세단형 차량의 주행저항 중 공력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공력저감 장치의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차량 하
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부분-언더커버, 전체-언더커버, 하부
핀 그리고 차량 측면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사이드 에어 댐
의 개발 및 형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차량 전후방의 유동
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랩과 능동형 리어 디퓨져의 형
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차량 하부 구조
를 단순화 시키던 목적의 언더커버를 개량하여 하부 유동을 제어 할 수
있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하부 핀과 사이드 에어 댐의 개념
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개발하여으며,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성능
을 향상 시켰다. 기존 리어 디퓨져와 능동형 에어 플랩의 보완점을 연구
하여 개선하였고 성능을 향상시켰다.

1.2 연구배경
높은 유가와 세계적인 CO2 배출량 규제 그리고 높은 기술 및 시장진
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비 규제로 인하여 높은 연비를 갖는 자동차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1]. 이에 새로운 연비 측정법에 따른 기존차
량 연비변화에서 부터 차량의 연비와 CO2 발생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는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차체 무게가
10% 경량화 되면 약 3.2%의 연비향상과 약 3.2%의 CO2 발생량 감소가,
차량 CD 0.3 전후 영역 대에서 공력이 10% 향상되면 연비는 약 2% 향
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동차 주행 저항은 그림 Ⅰ-2와 같이
관성 저항, 공기 저항, 구름 저항, 구동 저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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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공기 저항은 연료 에너지를 100%로 보았을 경우에 4.4%이다. 이
러한 공기 저항을 표 Ⅰ-1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면 형상
저항, 돌출 구조물에 의한 저항, 냉각 저항, 표면 저항, 유도 저항으로 구
분된다[1, 33].

그림 Ⅰ-1 세계 각국 연비 규제 동향 [1]

그림 Ⅰ-2 자동차 주행저항 구성 (중형급 세단, 에어컨 작동조건 시
EPA City 연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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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The general composition of aerodynamic drag from
road vehicles [33]
Category

Contribution Rate [%]

Vehicle Body

40 ∼ 45

Wheels and Housing

30 ∼ 35

Underbody

15 ∼ 20

Engine Cooling

5 ∼ 10

Rear Wiew Mirrors

3 ∼ 5

따라서 세계적으로 완성차 회사에서는 차량의 연비와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엔진 다운사이징과 함께 차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저공력
형상의 차량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자동차 전후방, 측면과 하부의 공력저감 및 유동제어 장치를 통
하여 차량의 주행저항 중 공력을 저감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3 연구동향
1.3.1 차량 주행저항 영향 인자 분석 및 저공력 차량형상 최적설계
자동차 공력저감 기여요소 분석 연구 및 공력저항 감소를 위한 차량형
상 최적설계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완성차 회사인 현대기아자동차
에서는 차량 주행저항 영향 인자에 대한 연구[4]가 있었고, 학계에서는
Song 등이 Bonnet Windshield, A-Pillar, Roof, C-Pillar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 형상에 따른 CD 결과[5]와 세단형 차량(YF SONATA)
형상 기준으로 side mirror, wheel arch, wheel 추가에 따른 공력(CD) 변
화[40]를 살펴보고 wheel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발표하였다.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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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AE 추천 형상을 기반으로 세단형 차량의 전방 에어 디플렉터와 후
방 형상 변화에 따른 차량의 공력특성 변화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6]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차량 형상의 최적설계 연구로는 Lee 등은 초경량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극대화를 위한 공기역학적 최적화 설계연구를 통
해 에어포일 형상의 전기자동차 차체 높이에 따른 CD 변화[7]를 살펴보
았으며, Kwon 등은 고속주행 버스의 유선형 설계가 차량의 주행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버스 앞부분은 유선형이면서
뒷부분은 각도 변화 및 스포일러 장착하여 버스의 주행저항 변화[8]를
살펴보았고, Hur 등은 스포츠카의 공력저감을 위한 형상최적설계[9]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단형 차량의 설계변수들은 이미 최적화되어 완성
차 회사와 학계의 전반적인 형상최적설계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1.3.2 엔진룸 냉각항력, 차량 전방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자동차 엔진룸 내부 유동 해석과 냉각항력 저감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엔진룸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내외 학계와 완성차 회사 등에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외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2차원 및 3차
원 형상의 엔진룸 내외부 전산해석 수행 연구들[10-13]이 있었다. 국내
의 경우 1990년 초반에 Yoo 등에 의한 2차원 엔진룸에서의 열유체 유동
에 관한 전산해석[14] 연구가 있었다. 컴퓨터 자원의 발전에 따라 1990년
중반에는 기아자동차에서 3차원 형상의 엔진룸내부의 열유동 해석[15]을
현대차에서 3차원 엔진룸 내 냉각유동해석 기술연구[16]를 수행하였다.
완성차 회사가 아닌 연구소 등에서도 Lyu 등이 엔진룸 내 3차원 열유동
에 관한 수치적연구[17]와 차 개구형상이 엔진룸 내 유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수치연구[18]를 수행하였다. 2000년 중반에는 Lee가 중형 차량
엔진룸에서의 유동해석에 관한 연구[19]와 차량 엔진룸에서의 냉각효율
향상에 관한 해석[20]을 수행하였고, 완성차 회사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는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자동차 엔진룸의 열 및 유동장 해석[21]을 수
행하였다.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빠른 엔진룸 내부 해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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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3D 커플링을 이용한 엔진냉각 해석[22]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기온과 차속에 따른 엔진냉각과 라디에이터, 콘덴서 등의 엔진룸 내부
부품들과의 1D/3D 커플링 해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치해석적인 엔진
룸 연구 이외에 실험적인 연구는 거의 수행이 되지 않았다. 1990년 중반
에 Ahn 등이 냉각유동이 자동차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23]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Lee 등이 엔진룸 내부를 단순화 한 형태의
1/4 Scale model에서의 엔진룸 하부 배기구에 따른 CD 영향[24]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품이 꽉 들어찬 엔진룸 내부의 특성상 측정이 어
려운 실험적 연구보다는 수치해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엔진룸 내부유동 연구를 바탕으로 엔진룸 내부 열유
동 제어 및 냉각항력 저감장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 후반
GM대우자동차에서는 CRFM Baffle(유동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Front
End Airflow와 Aerodynamic Drag 변화에 대한 해석적 평가[25]를 통해
엔진룸 내부에 CRFM Baffle 설치로 Cooling airflow 량이 증가하였고
엔진룸 내부에서 Leakage(%, Radiator airflow/Grille inlet total airflow)
가 20% 감소함을 발표하였다. 이는 엔진룸 내부에서 세는 유동을 제어
하여, 그릴 inlet 면적을 줄이고 유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냉각성능과
전체주행저항 측면에서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량마다 유동가
이드라인의 최적 각도가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연
비 개선을 위한 엑티브 에어 플랩 시스템 개발[26] 연구를 통해 연비와
엔진룸 냉각 문제 해결을 위하여 Active Air Flap(AAF)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등속과 등판주행 시 AAF 개폐조건과 개폐면적(상/하)에 따른
CD 결과와 연비감소기여도 그리고 Warm-up 시간 단축에 따른 연비감
소기여를 계산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Kim 등이 엔진룸 그릴 inlet
에 설치되는 개선된 형상의 AAF를 통해 AAF 작동 모드와 시간에 따른
엔진룸 내부 온도와 유동제어를 연구[27-29]하였고 실제 제작을 하였다.
이렇게 실제 제작된 AAF의 제어로직에 관한 연구[30]도 수행되었으며
AAF, 냉각수 펌프, 콘덴서 등의 제어로직을 바탕으로 제어 최적화 시
각종 연비 모드에서의 효율 상승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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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량 외부 디자인 단계에서 경차의 전면 개구부 설정을 위한
Kringing method를 통한 유입 유량과 공력 성능에 대한 연구[31]를 통
하여 경차 개발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 냉각을 위한 필요 유량을
설정 후, 전면 상/하단 개구부 면적을 변화시켜 유량변화와 공력성능을
확인하였고 전면부 외부 디자인 최적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한국GM에서 새롭게 내놓은 쉐보레 스파크 전기 자동차의 AAF
장착[68]과 현대기아차의 YF SONATA의 AAF 장착예정[72]을 통하여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3.3 차량 하부와 측면부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자동차 엔진룸과 연계하여 하부 유동 해석을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2000년 후반 Lai 등은 엔진룸에서 나가는 유동에 의한 공력영향도
평가 연구[32]를 통해 차량하부유동이 전체 공력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
며, 엔진룸을 빠져 나가는 유동에 의한 모멘텀 복구로 인해 전체 공력저
항이 결정됨을 풍동실험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엔진룸 수평배
기구는 최대한 앞편에 설치하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full-undercover
장착을 주장하였다. 최근 한국GM에서는 Engine cooling airflow의 공기
저항에 관한 수치적 연구[33]를 통하여 엔진룸 유입유량 및 엔진룸 내부
에서의 부품들과 간섭 그리고 차체하부에서의 유동박리 및 난류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엔진 언더커버가 차량의 공력
/열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34]를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엔진룸 언
더커버 장착에 의한 자동차 하부 및 후방 공력 변화 연구[35]를 수행하
였다.
자동차 하부 유동 해석과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GM에서는 차량 바디 형상에 따른 Underbody
parts의 공력성능 비교에 대한 연구[36]를 통해 차량 바디 형상에 따른
Underbody parts의 공력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Kim 등은 차량 하부
언더커버와 하부 능동공력저감 장치들의 형상매개변수 연구[37, 38]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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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동차 공력저항 감소를 위한 차량 하부 공력저감장치들의 실제 개
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엔진룸 내부유동 및 제어에 대한 국내외 다양
한 연구와 이와 연관된 유사 연구들에 비하여, 엔진룸 하부를 포함하는
전체 언더커버에 관한 연구와 하부 유동제어 혹은 하부 공력저감장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차량 유동제어장치인 Air
dam이나 Deflector의 경우 차량 상부의 선루프를 중심으로 한 Deflector
연구[39]가 일부 이루어 졌으나, 하부 Deflector나 Air dam의 경우 많은
완성차 회사에서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역학적
측면의 이론적 접근이나 효율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이는 실제 차량에 적용성 측면과 제작성 측면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
인다.
자동차 측면부 유동 해석과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Son 등은 세단형 차량(YF SONATA) 형상 기준으로
side mirror, wheel arch, wheel 추가에 따른 공력(CD) 변화 연구[40]를
통하여 wheel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Park 등은
OSRVM(차량 사이드 미러) 외형변경에 따른 공력소음해석 연구[41]와
저소음 OSRVM의 형상에 관한 연구[42] 그리고 차량 성능 개선을 위한
OSRVM의 최적 형상 연구[43]를 통하여 차량 측면부의 수치해석적 난
류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OSRVM 형상변화에 의
한 차량 측면부 압력변화, 공력소음 값, 유동특성, 차량공력저항(CD)을
계산하였다. 또한 차량 측면부의 공력저감장치인 Side Skirt 혹은 Side
Air Dam의 경우 트럭을 기준으로 다른 공력저감 장치와 함께 쓰거나
혹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연료의 약 5%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지며
NOx 배출량을 저감하고, 연간 800 gallons의 연료소비와 9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밝히고 있다[44]. Kim 등
은 차량 측면부 능동공력저감 장치의 형상매개변수 연구[45]를 통하여
자동차 공력저항 감소를 위한 차량 측면부 공력저감장치의 실제 개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측면부 유동해석이나 유동제어장치 혹
은 공력저감장치에 관한 공기역학적 측면의 이론적 접근이나 효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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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경험적인 혹은 디자
인적인관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1.3.4 차량 후방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자동차 후방 형상변화에 따른 후류 해석과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차량 형상에
따른 후류 구조 변화 및 공기저항 저감 연구[46]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1/4 스케일 모형 풍동실험 통하여 차량형상 변화(웨곤/해치백, 세
단형, 쿠페형)에 따른 후류측정 및 분석, CD 및 후류구조, 리어/리어측면
스포일러 효과 및 분석, 저항력 차량의 후류구조 및 뒷범퍼 하단 엣지
적용을 통한 후류구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Song 등은 트렁크킥업(θt
Lt), 트렁크 사이드(θs Ls), 리어언더커버(디퓨져형상 θu Lu) 등의 차량
후방형상 변화에 따른 CD 값 측정 연구를 수행하였다[47-50]. Kang 등
은 차량 트렁크에서의 COANDA 효과 연구[51]를 통해 차량 후방 트렁
크가 각지고 flat 할수록 down-wash(COANDA 효과) 줄이고 유도저항
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바퀴회전 효과와 Moving
Ground 효과를 함께 고려 시 전체 CD 줄어드는 이유 밝히면서 하부면이
단순할수록 그리고 지면 움직일수록 하부 유속 빨라져 COANDA 효과
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유도항력이 줄어들어 전체 CD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52, 53].
자동차 후방 형상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차량 후류를 능동적으로 제어
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후방 능동형 유동제
어 및 능동형 공력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Park 등은
세단형 차량의 1/4 Scale model에서 후방에 Synthetic Jet 설치에 따른
CD 감소[54]와 이러한 Piezo-Actuated Synthetic Jet의 형상 최적화 연구
[55] 그리고 Synthetic Jets을 이용한 단순 Bluff 형상 혹은 단순 형상
자동차의 공기저항 저감 연구들[56-58]을 수행하였다. 좀 더 능동적인
유동제어를 위하여 Rear Diffuser와 같이 후방형상 변화와 유동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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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을 함께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Cho 등은 이러한 Rear
Diffuser 길이가 400 mm 일 때 차량 운행속도 80∼120 km/h에서 평균
공력성능이 제일 뛰어남[59]을 보였고, Kang 등은 차량 운행속도 70∼
160 km/h 영역에서 Rear Diffuser의 최대 성능 길이 450 mm 계산 후
Rear Diffuser의 최대 성능 형상을 제시[60-62]하였다. 또한 Kim 등은
Rear Diffuser가 특정속도에서 길이에 따라 CD의 주기성이 있음을 보이
고 실제 제작된(prototype) Rear Diffuser 형상의 해석을 수행하였다[63].

1.3.5 차량 주행저항 저감을 위한 융합 연구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자동차 각 부분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개
발과 더불어 이들을 융합하여 차량의 전반적인 공력저감을 위한 융합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휠의 형상이 차량의 공력 저
항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휠(바퀴) 형상(스포크 개수, 단면형상)
과 개구부면적 크기에 따른 공력저항을 moving belt 풍동 실험과 전산
해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64]. 또한 이러한 지면 효과가 차량의 공력 저
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AAF, Front wheel baffle, Rear spoiler
등의 공력저감 장치들을 장착하여 공력저항 기여요소 분석하였다[65]. 이
와 유사하게 한국GM에서도 다양한 바퀴형상과 바퀴회전 그리고 지면효
과를 고려한 전산해석과 지면모사풍동(FKFS) 실험을 통하여 차량공력
성능을 측정하였다[66]. 냉각 공기 유동 최적화를 통한 공력 성능 향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를 통하여 AAF 효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개구부 면
적, CRFM scaling 및 누출율 제어(엔진룸 내부에 유동 duct 인 Baffles
장착), 차량 엔진룸 하부 엔진보호막 설치(부분 언더커버 효과) 및 최적
화를 통한 공력성능 약 8% 향상을 확인하였다[67]. 또한 쉐보레 스파크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의 공력성능 개발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공력저감장치들인 Roof Spoiler, AAF, Undercover, 후방범퍼형상 최적화
등을 적용하였고 전체 CD 저감 약 10% 향상을 확인하였다[68]. 현대기
아자동차에서는 차량 공력 개선을 위한 능동 공력 제어 시스템 개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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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하여 AAF과 리어디퓨져를 적용한 차량의 풍동실험 평가를 하였
다[69]. Jeong 등은 전산해석을 통한 지면모사풍동 개발 선행 연구[70]를
통하여 지면효과에 대한 평가와 주행저항저감을 위한 초저공력차량형상
및 차량공력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형상 매개변수 연구[71]를 통하여 초
저공력차량형상과 공력저감장치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등은
세단형 차량에 Active Air Flap, Undercover, Under Fin, Side Air Dam,
Under Deflector, Rear Diffuser를 적용하여 형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
였다[72]. 이러한 융합 연구는 완성차회사 및 학계를 통하여 최근에 활발
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만큼 아직 전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3.6 본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세단형 차량의 주행저항 저감을 위한 전후방과
하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의 개발이다. 실제 개발 및 적용을 위
하여 이러한 차량 전후방과 하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들(그림 Ⅰ
-2의 빨간색 부분)의 형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량 각 부분의
상세 연구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엔진룸을 포함한 차량 전방부 능동공력저감 장치 및 유동제어장치
형상매개변수 연구 : Active Air Flap
○ 차량 하부 공력저감 장치 및 유동제어장치 형상매개변수 연구 :
Full-Undercover, Undercover (부분 언더커버), Under Fin, Under
Deflector
○ 차량 측면부 공력저감 장치 및 유동제어장치 형상매개변수 연구 :
Active Side Air Dam
○ 차량 후방부 공력저감 장치 및 유동제어장치 형상매개변수 연구 :
Active Rear Diffuser
○ 이상의 다양한 공력저감 장치들의 조합에 따른 차량 공력특성 분석
연구 : 주행저항 변화, 공력저감 기여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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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세단형 차량의 전후방과 하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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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지배 방정식 및 모델링 기법
2.1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엔진룸 내부를 포함하는 열과 유동장의 해석을 위해 3
차원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k-ε
Standard Wall Function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73, 74].
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3차원 x, y, z 직교 좌표계에서
무차원화 한 보존형(conservation form)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보존 변수 Q 및 플럭스 벡터들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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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항에서 밀도(ρ)=constant 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2.2 난류모델
난류 모델 k-e standard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Turbulent kinetic energy
 




              



 
 

Turbulent diss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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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사용한 모델 상수들은 표Ⅱ-1과 같다.
표 Ⅱ-1 난류 모델에 사용된 모델링 상수










1.44

1.92

0.09

1.0

1.3

2.3 수치기법
Navier-Stokes 방정식은 시간에 대하여 쌍곡선형(hyperbolic)인, 비선
형 연립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를 이용해 원하는 유동장을 수치적으로 해
석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차분하여 시간 이산화와 공간 이산화
를 통해 연립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지배방정식에 유한체적
법을 적용하고 이를 일반적인 내재적 해법의 형태로 정리하면
MacCormack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6)

여기서 는 각 시간단계에서 보정되는 값이고 우변의  는
지배방정식을 차분화 하는 항으로 수치해의 정확도에 관계되며,
  는 한 시간단계의 값들을 다음 시간단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며 계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변의 비점성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Osher의 플럭스 차이 분할
기법(Osher's Flux Difference Spliting scheme)에 기초를 둔 upwind
difference를 사용하였고, 점성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차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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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central difference방법을 사용하였다[81]. 여기에 고차의 공간정
확도를 위해서 MUSCL(Monotone Upstream Centered Scheme for
Conservation Laws) 기법을 사용하였고 불연속면 부근의 수치진동을 억
제하기 위해 Minmod 제한자를 사용하였다[82].

2.3.1 공간차분법
본 논문에서는 계산의 정확도를 위하여 공간차분(Spatial
Discretization)은 2차 정확도 이상을 사용하였다.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사용하여서 CPU 64개로 병렬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병렬계
산에는 Implicit 해법을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하였다[75∼80]. 비압축
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항에서 밀도는 일
정하다는 가정으로 처리하였다.

2.3.1.1 Osher's FDS를 기초로 한 풍상차분법
Convective flux를 공간차분화하기 위해서 Osher의 FDS방법에 기초를
둔 upwind difference를 사용하였다. 비점성항에 수치점성항(numerical
dissipation term)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다.
Ẽ i + 1/2 =

이때
다.

1
2

( Ê i + 1 + Ê i `)

- D̂ i + 1/2

(7)

는 다음과 같은 1차의 정확도를 갖는 형태로 쓸 수 있

D̂ i + 1/2

D̂ i + 1/2 =

+
1
( Δ Ê i + 1/2 - Δ Ê i + 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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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Δ Ê ±는 i+1/2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오가는
flux를 나타낸다. 플럭스의 차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9)

±

Δ Ê i + 1/2 = Â ( Q ) Δ Q i + 1/2

여기서 Q 는 플럭스를 구하는 지점에서 양쪽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Q =

그리고

ΔQ

Qi+1 + Qi
2

(10)

는 다음과 같다.
Δ Q i + 1/2 = Q i + 1 - Q i

(11)

Positive and negative Jacobian matrix인 Â ± 는 다음의 similarity
transformation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Similarity transformation은 다음
과 같다.
1
Â i = X i Λ i X i

(12)

일반적인 플럭스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Ê i =

βW


1 
 kt u + kxp + uW 
J
 kt v+ ky p + vW 

여기에서 i=1,2가 됨에 따라
표시된다.

Ê i =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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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고 matric값들은 다음처럼

kx =

1 ∂ξ i
, i = 1, 2
J ∂x

ky =

1 ∂ξ i
, i = 1, 2
J ∂y

kt =

1 ∂ξ i
, i = 1, 2
J ∂t

(14)

그리고 contravariant velocity인 W는 다음과 같다.
W = kxu + kyv

(15)

여기에서 Jacobian Matrix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다.
Â i =

∂E i
∂Q

kx β
ky β
 0

 kx kxu + W+ kt

ky u


k
k
v
k
v
+
W
+
k
 y
x
y
t

(16)

여기에 위의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적용하면
Λ i = diag [ λ 1, λ 2, λ 3 ]
λ 1 = W + kt
λ 2 = W + kt
λ3 = W +

kt
2

+c

(17)

그리고 c는 artificial speed of sound이고 다음과 같다.
c =

(W +

kt
2

) 2 + β ( k2x + k2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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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right eigenvector와 그것의 inverse를 구
해낼 수 있다.

      
   


               
  
   
                





 kyu - kxv - vλ 1 - βky u λ 1 + βkx 
-λ3
β kx
βky 


k
λ2
β x
β ky



(19)

1
X= 
i

Diagonal matrix 인

Λi

는 양과 음의 특성치로 나누어 줄 수 있다.

| Λ i | = diag [ | λ 1 |, | λ 2 |,| λ 3 | ]
Λi

= Λ+
+ Λi
i

Λ+
i

=

Λi + | Λi |
2

Λi

=

Λi - | Λi |
2

(20)

Jacobian Matrix Â 를 양과 음으로 분해한 diagonal matrix Λ 를 이
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

i

-1
Â i = X i ( Λ +
i +Λ i ) X i
-1
-1
= X i Λ+
+ X i Λ=
i Xi
i Xi

Jacobian matrix의 절대값을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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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

Â i

-

(21)

| Â i |

1
= X i |Λi | X i

=

D̂ i + 1/2

Â i

+

-

Â i

(22)

-

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1
2

D̂ i + 1/2 =

(23)

| Â i | ( Q i + 1 - Q 1 )

2.3.1.2 고차의 공간정확도(MUSCL)
일반적인 풍상차분법은 공간 정확도가 1차이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물리변수를 외삽(extrapolation)하거나 플럭스를 외삽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물리변수를 외삽하는 경우는 특별히 MUSCL(Monotone
Upstream 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이라고 한다[82].
본 논문에서는 MUSCL형태의 외삽을 행하였는데, 이때 외삽하는 변수는
원시변수(primitive variables)를 외삽하여야 좋은 해를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 ρ

u

v p

(24)

]T

외삽을 통한 고차의 공간차분화 과정에서는 충격파와 같은 불연속면
부근에서 overshoot나 undershoot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진동을 막고 단
조성(monotonicity)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자(limiter)라고 알려진 비선형
보정을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서 수
치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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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Qi - Qi-1

+

= Qi+1 - Qi

r+ =

, ▽
, △

△ ,
▽
+

+

-

= Q i+2 - Qi+1

-

= Qi+1 - Qi

△
▽

r- =

(25)

-

3차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κ = 13 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일 때는 2차의 공간정확도를 갖게 된다. 특히 κ = 1 일 경우
에는 2차의 central-difference scheme이 된다.

2.3.2 시간적분법
지배방정식을 시간간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6)

Taylor series expansion을 time level n에서 하면 다음과 같다.
Ê

n + 1

n

= Ê +

[ ∂∂QÊ ]ΔQ + o ( Δt ) ≅ Ê
2

n

+ Â ΔQ

이와 마찬가지로 F̂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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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

n +1

(28)

n

≅ F̂ + B̂ΔQ

Inviscid flux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Ê ν

n+1

≅

Ê ν

n

F̂ ν

n+1

≅

F̂ ν

n

(29)

이것을 이용해 지배방정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0)

위의 식을 다시 써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1 ΔQ
J Δt

+

∂
∂
( Â ΔQ ) +
( B̂ ΔQ )
∂ξ
∂η

= -

(

∂
∂
( Ê - Ê ν ) +
( F̂ - F̂ ν ) +
∂ξ
∂η

( JIΔt + ∂∂Âξ + ∂∂ηB̂ ) ΔQ

=-

(

)

n

+

S g+ S σ

∂
∂
( Ê - Ê ν ) +
( F̂ - F̂ ν )
∂ξ
∂η
n

= - R̂ +

S g+ S σ

)

n

(31)

여기서 I 는 identity matrix이고 R̂ 은 점성항을 포함한 residual항이
된다. 이것은 flux Jacobian의 고유 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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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Δt + δ

ξ

+

-

+

+
Â + δ +
ξ Â + δ η B̂ + δ η B̂

-

]ΔQ

n

= - R̂ +
= - R̃

S g+ S σ

n

(32)

2.3.2.1 시간차분법 (Dual-Time Stepping)
Time-accurate 비정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pseudo-time sub-iteration
이 쓰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Q
=- R̃
J ∂t

(33)

위의 식을 2차 정확도를 갖도록 3개의 점으로 내삽한 backward
formular로 쓰고, 식의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다.
0 =-

n +1
1.5Q n + 1 - 2Q n + 0.5Q n - 1
- R̃
JΔt

(34)

여기서, ∆ : physical time step
상첨차  :   ∆ 에서의 물성치
위의 식의 좌변에 Q의 pseudo-time 미분항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n +1
n +1
n +1
1 ∂Q n + 1
1.5Q n + 1 - 2 Q n + 0.5Q n - 1
=- R̃
=- R̃
- Ŝ
J
∂τ
Jδt

(35)

일반적으로 고차보다는 1차가 수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pseudo-time 미분항을 1차의 Euler 내삽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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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 m + 1
n + 1, m + 1
Q n + 1, m + 1 - Q n + 1, m
= - R̃
- Ŝ
JΔτ

(36)

여기서 m 은 pseudo-time iteration level을 나타낸다. 시간정확도가 필
요한 것은 pseudo-time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므로 위의 식은 결국 2
차의 시간 정확도를 갖게 된다.
위의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I
+
JΔt

(

∂ R̃
∂ Ŝ
+
∂Q
∂Q

)

n + 1, m

] ΔQ

n + 1, m =- (

R̃

n + 1, m

+ Ŝ

n + 1, m

)



   

    
 ∆ ∆ ∆ 

        
  

(37)

여기서,  : unsteady source-like term
계산의 수렴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ocal time stepping 방법
을 사용하였다.

2.4 형상 모델링
복잡한 형상의 차량 엔진룸 및 차량하부를 포함하여 전체 주행저항을
계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해석 목적상 자동차 외관 형상의 구체적인
구현과 더불어 엔진룸 내부의 구체적인 형상 구현도 중요하다. 따라서
형상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YF SONATA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형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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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엔진룸 형상에는 라디에이터, 팬, 엔진, 바퀴 구
동축, 배터리, 냉각수통 등의 다양한 엔진룸 내부 부품들이 포함된다.

2.4.1 3차원 외부 형상 모델링

외부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에 대한 정교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
였으며 엔진룸 내부로 들어오는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디에이터 그릴
과 언더 범퍼에 대한 정확한 형상을 모델링 하였다. 또한 자동차 바퀴에
의한 휠 로테이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바퀴도 함께 모사하였다.

그림 Ⅱ-1 자동차 외부 형상

그림 Ⅱ-2 자동차 하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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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3차원 엔진룸 내부 모델링

자동차 엔진룸 내부는 라디에이터, 팬, 엔진을 비롯한 수많은 부품들이
위치하고 있다. 엔진룸 내부에서의 유동 흐름과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 위치한 50여 개의 부품에 대한 공력 영향도
를 고려하여 총 18개 부품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27, 28]. 엔
진룸 내부 각 부품은 실제 자동차 엔진룸 내부 부품의 형상에 가깝게 모
델링 하였으며, 자동차 엔진의 경우는 유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고려 및 단순화 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팬과 라디에
이터는 엔진룸 내부로 들어오는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엔진룸 내부
로 들어오는 유동은 팬과 라디에이터를 거치면서 압력 상승과 강하와 같
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팬 경계 조건
과 라디에이터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
다.

그림 Ⅱ-3 자동차 엔진룸 내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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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각 팬 모델링
엔진룸 내의 냉각팬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실험을 통한 경험식을 통
하여 해석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는 팬이 무한히 얇고 이를 통과한 유동
의 압력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이 사용된다. 냉각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압력 상승과 유량과의 관계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27∼29].
(38)

∆      

은 차량 속력이 60 km/h 일 때의 기존의 냉각팬의 회전수(1610
rpm)의 실험데이터로부터 구한다[12, 17].


그림 Ⅱ-4 냉각팬 유량에 따른 압력 상승 실험 데이터
해석에서 사용한 Pressure jump polynomial Coefficient( )은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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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Pressure jump polynomial Coefficient






92.4

-9.54

-1.546

또한, 각 주행 속도에서 팬을 통과하는 유동의 최소 및 최대 속도 영
역을 지정하여 최소 속도보다 느린 유동이 유입될 경우는 지정된 최소
속도로 계산되고, 지정된 최대 속도를 초과하는 유동이 유입될 경우에는
입력한 최대 속도로 계산되도록 팬 효과를 설정하였다.
표 Ⅱ-3 주행 속도 별 팬을 통과하는 유동의 속도 영역
주행 속도
최소 속도
최대 속도
16.67m/s (60 km/h)
16.65987 m/s
1747.394 m/s
25m/s (90 km/h)
25.13637 m/s
2965.923 m/s
33.33m/s (120 km/h) 33.44201 m/s
4316.574 m/s
2) 라디에이터 모델링
엔진룸 내부는 라디에이터에서의 압력강하와 냉각팬의 압력상승을 포
함하여 모델링하였다. 이 때, 라디에이터에서 방열되는 열량은 기존의
실험과 아래와 같은 경험식에 기초하여 얻은 온도와 열전달계수의 값을
사용하였다.

∆    


(39)

위 식에서 KL 은 무차원 손실 계수(non-dimensional loss coefficient)
로써 각 속도에 따른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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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라디에이터 냉각 유량별 유속에 따른 방열량
실험데이터
각 주행 속도에서 사용된 무차원 손실 계수 값은 표 Ⅱ-4와 같으며 라
디에이터에서의 Heat transfer Coefficient, 온도와 Heat Flux 값은 모든
주행 속도에서 표 Ⅱ-5와 같이 입력하여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다.
표 Ⅱ-4 각 주행 속도에서 입력한 무차원 손실 계수
주행 속도
무차원 손실 계수, KL
60 km/h
5.2357283
90 km/h
3.6543429
120 km/h
2.829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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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모든 주행 속도에서의 라디에이터 성능
Heat transfer Coe
1450
Temperature
358.15℃
Heat Flux
26800 W

2.5 해석 기법
본 논문에서는 상용 툴인 ANSYS ver.13.0 Fluent를 사용하여 수치해
석을 진행하였다. 3차원 형상 작업은 Gambit ver.2.4.6과 ANSA
ver.13.2.3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면 격자
를 생성하였다. 볼륨 격자 생성에는 Tgrid ver.13.0을 사용하였다.

2.5.1 격자 구성

엔진룸 내부 유동 해석 및 차량 외부 유동 해석을 위한 표면 및 볼륨
격자는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격자 형상은 그림 Ⅱ-6과
같으며 여기에 사용된 격자수는 해석 케이스 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1,000,000 ∼ 14,700,000 여 개의 비정렬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YF SONATA 차량 스케일과 본 해석 케이스들 중 최고 운행속도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의 난류 경계층 높이는 7.054 cm로, 해석 격자의 경계
층 높이는 난류 경계층 높이 이상인 8.249 cm로 구성하였다.

2.5.2 경계 조건
1) 엔진룸 내부 경계 조건
엔진룸 내부 부품들의 경계 조건은 Wall boundary 조건을 설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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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엔진룸 내부 적정 온도인 80℃의 벽면 온도를 설정하였다. 엔진의 경
우는 벽면 온도를 110℃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27, 28].
2) 외부 경계 조건
자동차 전방은 Velocity inlet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자동차 후방 조건
은 Pressure outlet 조건을 적용하였다. 자동차로부터 전, 후방 경계까지
각각의 거리는 차량 길이의 5배와 10배로 하여 평가를 하였고, 후류의
전체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 10배로 선정하였다. 유입되는 유속은 120
km/h로 자동차 주행 속도를 설정하였고 유동의 온도는 30 ℃로 적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외의 외부 경계는 symmetric 조건을 적용하
여 유동과의 상호작용을 제거하였다. 자동차 표면 온도는 외부 유동의
온도와 동일한 30 ℃를 적용하였다[27, 28].

그림 Ⅱ-6 자동차 형상 및 격자 구성
3) 주행효과 모사
실제 자동차의 주행효과를 모사하기 위해 바닥면의 경우는 Moving
Wall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자동차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행 중 바퀴 움직임으로 인한 휠 로테이션 효
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바퀴에도 Moving Wall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실
제로 바퀴가 굴러가는 효과를 모사하였다[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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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차량 하부 공력저감장치
3.1 실제 차량 하부 형상 고려한 주행저항
3.1.1 해석조건 선정 및 검증

해석조건을 선정하고 실험값과의 검증을 위하여 주행속도는 120
km/h, 해석 도메인의 크기를 5배와 10배, 유동조건은 정상(Steady)과 비
정상(Unsteady), 전면적 측정의 정확도에 따라, 해석 시간 혹은 계산반
복정도에 따라 총 12가지 경우를 해석하였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
석 도메인의 크기, 유동조건 및 기타 세부 해석조건을 선정하였다. 표 Ⅲ
-1에서 선정된 결과는 실제 주행조건의 값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는
데, 이는 검증에 사용한 형상이 계산의 효율을 위하여 차량 하부를 다소
단순화한 형상이여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해석조건 선정 및 검증
해석조건
CD
풍동(HMC)
0.31
주행(HMC)
0.3
도메인5배, 정상
0.314715
도메인5배, 비정상
0.304264
도메인10배, 정상
0.299528
도메인10배, 비정상 0.299245

3.1.2 실제 차량 하부 형상

오차(%)
-4.905
-1.421
0.157
0.252

비고
기준값
선정

그림 Ⅲ-1은 실제 차량의 하부형상이다. 실차 하부형상을 바탕으로 그
림 Ⅲ-2과 같은 전산해석 형상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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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실차 하부형상

그림 Ⅲ-2 실차 하부형상 반영한 전산해석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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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실차 하부형상의 해석조건에 따른 오차율
해석조건
CD
오차(%)
실차 하부형상,
0.310121
0
정상상태
실차 하부형상,
0.323749
-4.394
비정상상태

비고
Case01
Case02

표 Ⅲ-2에서 두 가지 해석 조건 모두 하부구조로 인한 유동의 비정상
상태 효과를 고려하여 시간 평균을 낸 주행저항(CD)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3 실차 하부형상에 따른 측면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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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실차 하부형상에 따른 하부 유선

그림 Ⅲ-5 실차 하부형상에 따른 후방 유선
실차 하부형상 반영된 경우(Case01) 차량하부를 지나는 유동이 연료탱
크 전면과 스페어타이어 공간 전면부에 부딪히며 공력특성이 매우 악화
되는 것을 그림 Ⅲ-3,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엔진룸을 빠져나온 유동
은 차량 양 옆 방향과 중앙 방향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그림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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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후류의 복잡한
패턴을 그림 Ⅲ-5에서 볼 수 있다.

3.2 Full-Undercover 형상 설계 및 이에 따른 주행저항
그림 Ⅲ-6는 실차에서 열유동 및 단품의 동역학적 움직임을 고려해야
할 부분(위치선정, HMC)으로 그림 Ⅲ-7과 같이 언더커버 초기설계 시
에 참조 및 반영 되었다. (컨셉디자인, 토마토 A&P)

그림 Ⅲ-6 실차 언더커버 적용 시 고려부위

그림 Ⅲ-7 실차 언더커버 적용을 위한 컨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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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중앙부 배기구를 제외한 언더커버

차량 하부의 중앙부에 위치한 배기구를 제외한 언더커버(Case03)은 그
림 Ⅲ-8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 주행저항(CD)은 0.297414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4.098% 개선되었다.

그림 Ⅲ-8 중앙부 배기구 제외한 언더커버

그림 Ⅲ-9 언더커버(Case03)에 따른 하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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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은 동일한 레벨 및 동일한 위치에 선정을 하였기에 유선이 변한
것은 공력특성이 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 하부의 양 옆만 언더
커버 설치한 Case03은 Case01과 유선을 비교 시, 연료탱크 전면과 스페
어타이어 공간 전면부에 부딪히는 유동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충돌부위가 존재한다. 특히 Case03은 Case01과 비교 시
회전하는 후방 타이어 옆 부근에서 유동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부 구조의 단순성이 가장 큰 개선 요인이며 엔진룸을 빠져 나온
유동이 대부분 옆으로 이동하여 중앙부를 지나며 충돌하는 유량이 적어
진 것이 추가적인 개선 요인으로 판단된다.

3.2.2 중앙부 배기구를 포함하는 ㄷ자형 Full-Undercover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기구를 덮는 형태의 언더커버(Case04)는 그림
Ⅲ-10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 배기구의 설치 위치 및 형상으로 인하여
ㄷ자형으로 이를 덮는 형상이며 법적 한계인 최저지상고(지상 12 c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 되었다. 튀어나온 ㄷ자 형상으로 중심부에서
하부유동을 제어하는데 기여한다. 기존의 언더커버는 차량하부를 덮는
역할에 한계를 갖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언더커버를 통하여 차량하부
유동을 일부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장하였다. Case04의 주행
저항(CD)은 0.297414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4.098% 개선되었다. 차량
하부의 양 옆만 언더커버 설치한 Case03과 중앙부를 ㄷ자형으로 언더커
버 추가 설치한 Case04는 같은 공력 값(CD)을 가졌다. 이는 중앙부 ㄷ
자형 언더커버 추가로 인해 엔진룸을 빠져 나온 유동이 대부분 옆으로
이동하여 그림 Ⅲ-9, 12와 같이 거의 비슷한 유동 패턴을 갖는 것이 요
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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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중앙부 배기구 포함한 언더커버(ㄷ자형)

그림 Ⅲ-11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측면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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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하부 유선

그림 Ⅲ-13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후방 유선

3.2.3 중앙부 배기구를 포함하는 Taper, ㄷ자형 Full-Undercover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기구를 덮는 형태의 언더커버(Case05)는
Case04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튀어나온 ㄷ자 형상 중앙부 언더커버의 하
부유동 제어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Taper를 주었고 그림 Ⅲ-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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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상을 가진다.

그림 Ⅲ-14 중앙부 배기구 포함한 언더커버(Taper)
Case05의 주행저항(CD)은 0.298031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3.898%
개선되었다. Case03과 Case04와 비교하여 Case05도 거의 비슷한 유동
분포와 비슷한 주행저항 값(CD)을 가졌다. 그러나 Case04와 비교 시 주
행저항 값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 차이만큼이 ㄷ자형 중앙 언더커버
부위의 하부 유동제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2.4 Full-Undercover 선정

그림 Ⅲ-15의 실차 하부형상 압력분포를 보면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
던 고압부위가 그림 Ⅲ-16와 같이 언더커버 설치 후 정렬되고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동이 잘 흐른다는 의미로 실차 하부에서
형성하던 재순환영역 및 정체영역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40

그림 Ⅲ-15 Case01 하부 압렵분포(상),
엔진룸 포함 하부 압력분포(하)

그림 Ⅲ-16 Case04 언더커버 표면 압력분포(상),
엔진룸 포함 언더커버 표면 압력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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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언더커버 유무에 따른 차량 진행방향(X)에서의 압력분포
측정위치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그림 Ⅲ-18 언더커버 유무에 따른 차량 진행방향(X)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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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언더커버 유무에 따른 차량 측면방향(Y)에서의 압력분포
측정위치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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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언더커버 유무에 따른 차량 측면방향(Y)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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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실차 하부형상 및 언더커버 표면에서의 진행방향(X) 위치
별 압력분포 선도를 보면, 차량 정면기준 좌측부터 중앙부분(3∼7)으로
압력변화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언더커버로 인하여 차량 중
앙 부위에 유속이 빨라지고 뒷 바퀴에 의한 영향이 증가되면서 뒷 바퀴
지역에서의 압력차가 다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더커버로 인하
여 차량 길이방향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던 압력분포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었다. 언더커버 미 설치 부위인 나머지 부위(1, 2, 8, 9)는 압력변
화 차가 거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Ⅲ-20 실차 하부형상 및 언더커버 표면에서의 측면(Y) 위치별
압력분포 선도를 보면, 차량 정면기준 부터 전방부분(17), 후방부분(20∼
22)으로 압력변화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언더커버
로 인하여 산발적이던 압력의 분포가 안정화 되면서 전방부 일부(17)와
후방부(20∼22)에서는 압력차가 크게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량 전
방부 중심방향은 유속의 증가로 인하여 중심부위에 압력이 다소 낮아지
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표 Ⅲ-3 언더커버 유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차량표면
0.019
언더커버
3.259
전체표면
177.889
엔진룸 벽면
-30.332
01
엔진룸 부품
7.247
엔진룸
전체
-31.273
04
앞 바퀴
-2.446
뒷 바퀴
-40.668
바퀴 전체
-15.693
전체 주행저항
3.709

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표 Ⅲ-3을 보면 언더커버의 존재가 차량 하부에서의 주행저항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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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며 전체 주행저항 개선에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엔진룸
및 바퀴에 있어서는 주행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엔진룸 유
동의 출구 쪽에 위치한 언더커버의 존재로 인하여 엔진룸 내부 유동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ㄷ자형 언더커버 형상으로 인하여 차량 하부
유동이 양 옆으로 퍼지면서 뒷바퀴 및 측면 유동과 충돌하는 것이 요인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량하부 및 측면에서 유동을 컨트롤 해 줄 경우
추가적으로 주행 저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3은 주행저항을 기준으로 한 개선율로 주행저항 자체의 절대 값
이며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다. 따라서 표 Ⅲ-4과 같이 전면적이 포함된
무차원화된 상대 값인 CD를 기준으로 한 개선율과는 다르다.
표 Ⅲ-4은 실차 하부구조 해석과 언더커버 해석을 비교한 것으로 모두
하부구조로 인한 유동의 비정상상태 효과를 고려하여 시간 평균을 낸 주
행저항(CD) 값을 사용하였다.
표 Ⅲ-4 실차 하부형상과 언더커버 형상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비고
Case01
0.310121
0
Base
Case03
0.297414
4.097
Case04
0.297414
4.097
선정
Case05
0.298031
3.898
모든 언더커버 Case가 비슷한 개선율을 가지지만 차량 하부의 유동제
어 측면과 추가적인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들(Under Fin, Under
Deflector, Side Air Dam, Rear Diffuser)의 설치를 고려 시, Case04가
확장측면과 공력특성 개선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하였다.

3.3 하부 핀 형상 설계 및 이에 따른 주행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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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하부 핀 형상

기존의 차량후방 디퓨져 부분에만 일부 설치되던 하부 핀을 차량하부
전체로 확장 및 유동제어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하여
최초로 연구되는 부분이다. 차량 하부에 핀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설치
시 하부유동의 비정상 효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핀을 끊어서 설치
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설치하였다.
1) 일직선 형상
차량 하부에 Full-Undercover(Case04)를 설치 후 추가적인 하부 유동
제어를 위하여 그림 Ⅲ-21과 같이 일직선 형상의 하부 핀(Case06)을 설
치하였다. 하부 핀의 높이는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로 하여 차량 뒷 바퀴 기준으로 전방부는 약 8 cm, 후방부는 약 5 cm
높이를 가지며 두께는 5 cm로 동일하다. 주행저항(CD)은 0.304269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1.887% 개선되었다.

그림 Ⅲ-21 일직선 형상의 하부 핀 (Cas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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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는 형상
그림 Ⅲ-22는 차량 뒷바퀴로 갈수록 퍼지는 형상의 하부 핀(Case07)을
설치하였다. 하부 핀의 높이와 두께는 동일하다. 주행저항(CD)은
0.299981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3.270% 개선되었다.

그림 Ⅲ-22 퍼지는 형상의 하부 핀 (Case07)
3) 모이는 형상
그림 Ⅲ-23는 차량 뒷바퀴로 갈수록 모이는 형상의 하부 핀(Case08)을
설치하였다. 하부 핀의 높이와 두께는 동일하다. 주행저항(CD)은
0.299940으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3.283% 개선되었다.
3가지 형상 모두 그림 Ⅲ-24∼26과 유사한 유동패턴을 갖는다. 제일
나은 성능을 보이는 모이는 형상의 하부 핀(Case08)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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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모이는 형상의 하부 핀 (Case08)

그림 Ⅲ-24 하부 핀(Case08)에 따른 측면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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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하부 핀(Case08)에 따른 하부 유선

그림 Ⅲ-26 하부 핀(Case08)에 따른 후방 유선

3.3.2 하부 핀 높이 및 두께

하부 핀 설치 후인 Case08의 전면적(Projection Area)은 2.348362 m2
로 설치 전인 Case04의 전면적 2.320664 m2과 대비 약 1.2% 증가하였
다. 이러한 전면적 증가는 주행저항의 증가를 야기하므로 이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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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하부 핀의 두께와 높이를 평가하였다.
1) 두께 최소, 높이 최대
하부 핀의 모이는 형상과 최대인 높이는 유지하면서 형상표면 격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인 두께 2 cm의 하부 핀(Case09)를 설치하였다.
Case09의 주행저항(CD)은 0.302650으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2.409%
개선되었다. 개선율이 미비한 이유는 최대 높이를 유지하여 2.343162 m2
으로 전면적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Ⅲ-27 최소 두께, 최대 높이의 하부 핀 (Case09)

그림 Ⅲ-28 하부 핀과 경계층 높이 (Cas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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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께 최소, 높이 최소
하부 핀의 모이는 형상과 최소인 두께는 유지하면서 차량하부의 경계
층(Boundary Layer) 두께 안에 완전하게 잠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인
높이 전방부는 약 3 cm, 후방부는 약 5 cm의 하부 핀(Case10)을 설치하
였다.

그림 Ⅲ-29 최소 두께, 최소 높이의 하부 핀 (Case10)

그림 Ⅲ-30 하부 핀과 경계층 높이 (Case10)
Case10의 주행저항(CD)은 0.291897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5.876%
개선되었다. 큰 개선율의 이유는 전면적은 2.328919 m2으로 Case09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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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하부 핀 설치전인
Case04의 전면적 2.320664 m2과 대비하여도 거의 증가가 없다. 하부 핀
두께와 높이가 최대인 Case08의 유선(그림 Ⅲ-25, 26)과 비교 시 Case10
의 유선은 더욱 제어되고(그림 Ⅲ-31) 후류의 Upwash 문제가 저감되는
(그림 Ⅲ-32)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Ⅲ-31 하부 핀(Case10)에 따른 하부 유선

그림 Ⅲ-32 하부 핀(Case10)에 따른 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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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하부 핀 위치

차량 하부 중 중앙부에는 하부핀을 설치 안 하고 후방부 디퓨져 부분
에만 설치(Case11)하였다. 후방부 하부 핀의 높이와 두께는 최소인 각각
5, 2 cm이다. 전면적은 2.321487 m2으로 하부 핀 설치전인 Case04의 전
면적 2.320664 m2과 대비하여 거의 비슷하다. Case11의 주행저항(CD)은
0.301096으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2.910% 개선되었다. 개선율로 미
루어 보아 차량 하부의 중앙부에서는 유동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3 디퓨져 부분에만 설치한 최소 두께, 최소 높이의
하부 핀 (Case11)

3.3.4 하부 핀 선정

하부 핀 설치에 있어 두께 및 차량 전후방에 존재 유무 보다는 높이가
제일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하부 핀의 높이를 최소로 설치한
Case10이 제일 나은 공력 성능을 보였고, 확연하게 나아진 후류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Ⅲ-34, 35는 하부 핀 유무에 따른 차량 표면 압력분포 값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변화량을 잘 보이도록 드러내기 위하여 컨투어 레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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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일치 시키지 않았다. 표면 압력분포를 보면, 하부 핀의 유무가
차량 상단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차량 측면과 후방 그리고 하
부(언더커버) 중앙과 후방에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하
부 핀의 존재로 인하여 차량후방 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그림 Ⅲ-35) 이는 차량 후방에서 발생하는 Upwash와 같은 악영
향을 줄여서(그림 Ⅲ-5, 26, 32)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림 Ⅲ-36의 하부 핀 유무에 따른 진행방향(X) 위치별 압력
분포 선도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차량 후방부위에서 전
반적으로 압력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Ⅲ-37의 하
부 핀 유무에 따른 측면방향(Y) 위치별 압력분포 선도를 보면, 차량 후
방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압력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
한 압력분포는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를 줄여서 주행저항 중 대부분을 차
지하는 압력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Ⅲ-5에서 전체표
면의 주행저항이 개선된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하부 유선 그림들을 보면 엔진룸 내부에서 부터 유동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며 그 영향이 후류에 까지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 언더커버를 장
착한 이후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비대칭성은 하부 핀의 존재로 인하여 차
량하부는 물론 후류까지도 전반적으로 추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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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4 하부 핀 설치 전(Case04)의 차량표면상단
압력분포(상), 차량표면측면 압력분포(중),
언더커버표면 압력분포(하)

그림 Ⅲ-35 하부 핀 설치 후(Case10)의 차량표면상단
압력분포(상), 차량표면측면 압력분포(중),
언더커버표면 압력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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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하부 핀 유무에 따른 차량 진행방향(X)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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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7 하부 핀 유무에 따른 차량 측면방향(Y)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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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의 주행저항 측정위치 별 주행저항 개선율을 보면, 하부 핀의
존재가 엔진룸을 제외한 차량표면, 뒷 바퀴에서 주행저항을 저감시켜 전
체 주행저항 개선에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할 때 하부 핀 설치에 따른 차량하부의 전면적 증가는 엔진룸 유동이
빠지는 것에는 다소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부 핀의 높이는 최
소로 하면서 유동을 잘 흐르도록 돕는 형상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Ⅲ-6은 같은 조건에서 하부 핀 높이가 최대인 Case09와 높이가 최
소인 Case10을 비교한 것이다. 하부 핀의 높이가 줄어들수록 차량표면
주행저항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엔진룸 벽
면과 뒷바퀴 주행저항에서는 악영향을 미쳤다.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하부 핀 높이가 줄어들수록 차량하부 일부 유동은 다시 복잡해지면서
뒷바퀴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건에서 높이와 두께가 최대인 하부 핀(Case08)은 높이와 두께
가 최소인 하부 핀(Case10)과 비교 시 핀을 포함한 언더커버 전체의 압
력저항만 10 N 크게 측정 되었다. 즉 하부 핀은 필요하지만 높이와 두
께를 최소로 하여 전면적을 줄이는 형상최적설계가 필요하다.
표 Ⅲ-5 하부 핀 유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차량표면
0.895
언더커버
-0.797
전체표면
2.784
엔진룸 벽면
-0.296
04
엔진룸 부품
10.287
엔진룸 전체
-0.389
10
앞 바퀴
-1.273
뒷 바퀴
6.696
바퀴 전체
2.142
전체 주행저항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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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표 Ⅲ-6 하부 핀 높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차량표면
0.217
언더커버
0.153
전체표면
7.819
엔진룸 벽면
-0.327
09
엔진룸 부품
1.343
엔진룸 전체
-0.389
10
앞 바퀴
1.042
뒷 바퀴
-9.734
바퀴 전체
-3.094
전체 주행저항
3.129

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3.4 전체-언더커버와 하부 핀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차량 하부 언더커버와 하
부 핀을 통하여 차량 공력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표 Ⅲ-7 언더커버와 하부 핀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비고
Case01 0.310121
0
Base
Case03 0.297414
4.097
Case04 0.297414
4.097 언더커버 선정
Case05 0.298031
3.898
Case06 0.304269
1.887
Case07 0.299981
3.270
Case08 0.299940
3.282
Case09 0.302650
2.409
Case10 0.291897
5.876
하부 핀 선정
Case11 0.301096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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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전산해석 도메인 크기, 정상 및 비정상 유동조건, 전면적 측정
의 정확도, 해석시간 혹은 계산반복정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진행
하여 해석조건을 선정하고 실험값과의 검증을 하였다.
2) 실제 차량 하부형상과 다양한 형상의 언더커버 장착을 통한 주행저항
(CD) 변화와 차량 하부 및 후방 등의 공력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3) 기존의 차량 하부를 단순히 덮기만 하는 언더커버를 차량하부 유동을
일부분 제어할 수 있는 언더커버 형상으로 설계 및 개선하였다.
4) 기존의 차량후방 디퓨져 부분에만 일부 설치되던 하부 핀을 본 연구
를 통하여 최초로 차량하부 전체로 확장 및 유동제어를 하도록 설계
하였다.
5) 언더커버 형상을 선정 후 여기에 다양한 형상, 높이, 두께, 위치를 가
지는 하부 핀을 장착하여 주행저항(CD) 변화와 차량 하부 및 후방
등의 공력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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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차량 측면 공력저감장치
4.1 Side Air Dam의 성능 및 효과
기존의 차량 하부를 단순히 덮기만 하는 언더커버와 차량후방 디퓨져
부분에만 일부 설치되던 하부 핀을 본 연구를 통하여 최초로 차량하부
유동을 제어할 수 있는 형상으로 확장 설계 및 개선을 하였다. 이러한
유동제어 컨셉을 차량 측면에도 적용하여 기존에 없던 사이드 에어 댐을
개발하였고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4.1.1 중앙부 ㄷ자형 Full-Undercover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기구를 덮는 형태의 언더커버(Case04)는 그림
Ⅳ-1, 2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 차량 하단 중앙부 배기구의 설치 위치
및 형상으로 인하여 ㄷ자형으로 이를 덮는 형상이며 법적 한계인 최저지
상고(지상 12 c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 되었다. 튀어나온 ㄷ자 형
상으로 중심부에서 하부유동을 제어하는데 기여한다. 중앙부 ㄷ자형 전
체 언더커버 자체의 공력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부 핀을 포함하지 않
는다. Case04의 주행저항(CD)은 0.297414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4.097% 개선되었다. 엔진룸 내부 부품들로 인하여 엔진룸을 빠져나오며
비대칭적이던 유동은 중앙부 ㄷ자형 언더커버 추가로 인해 그림 Ⅳ-4, 5
와 같이 양옆으로 빠지는 유동 패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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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중앙부 ㄷ자형 언더커버(Case04)

그림 Ⅳ-2 중앙부 ㄷ자형 언더커버(Case04)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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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측면 유선

그림 Ⅳ-4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하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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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하부 유선, 최저지상고 (지상
12 cm 높이) 기준

그림 Ⅳ-6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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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언더커버(Case04)에 따른 후방 유선, 최저지상고 (지상
12 cm 높이) 기준

4.1.2 중앙부 ㄷ자형 Full-Undercover와 Side Air Dam

차량 하단 중앙부에 위치한 배기구를 덮는 형태의 언더커버에 차량 측
면과 하부유동 제어 기여도 혹은 공력저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
드 에어 댐을 추가로 설치(Case12)하였고 그림 Ⅳ-8과 같은 형상을 가
진다. 사이드 에어 댐 자체의 공력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부 핀은 장
착하지 않았으며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
에 최댓값인 약 8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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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최대 높이 값을 가지는 사이드 에어 댐(Case12)
Case12의 주행저항(CD)은 0.292497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5.683%
개선되었다. 유선은 동일한 레벨 및 동일한 위치에 선정을 하였기에 유
선이 변한 것은 공력특성이 변한 것을 의미한다. Case12는 Case04와 비
교 시 차량 측면에서 유동이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엔진룸을 빠져
나와 차량 하부에서 차량 측면으로 나가던 유동과 부분적으로 차량 측면
에서 차량 하부로 유입되던 유동이 그림 Ⅳ-10∼12을 보면 제어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후류에도 영향을 미쳐 Case04의 후
류(그림 Ⅳ-9, 11∼13)와 비교 시 다소 단순화 되는 것(그림 Ⅳ-3, 5∼7)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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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사이드 에어 댐(Case12)에 따른 측면 유선

그림 Ⅳ-10 사이드 에어 댐(Case12)에 따른 하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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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사이드 에어 댐(Case12)에 따른 하부 유선,
최저지상고 (지상 12 cm 높이) 기준

그림 Ⅳ-12 사이드 에어 댐(Case12)에 따른 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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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사이드 에어 댐(Case12)에 따른 후방 유선,
최저지상고 (지상 12 cm 높이) 기준

4.1.3 Side Air Dam 성능 및 효과

그림 Ⅳ-14, 15는 하부 핀 유무에 따른 차량 표면 압력분포 값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변화량을 잘 보이도록 드러내기 위하여 컨투어 레벨을
정확하게 일치 시키지 않았다. 표면 압력분포를 보면, 사이드 에어 댐의
유무가 차량 상단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차량 측면과 후방 그
리고 하부(언더커버) 중앙과 후방에는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사이드 에어 댐의 존재로 인하여 차량후방 쪽에 압력이 높아지고
차량하단 중앙부에 불필요한 고압부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림 Ⅳ-15) 이는 차량 후방에서 발생하는 Upwash와 같은 악영향을
줄여서(그림 Ⅳ-9, 12, 13) 차량후방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형성되고
차량하단의 전반적인 유동이 제어 및 정리(그림 Ⅳ-10∼13)되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러한 압력분포는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를 줄여서 주행저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력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Ⅳ
-17의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진행방향(X) 위치별 압력분포 선도
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차량 후방부위에서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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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Ⅳ-18의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측면방향(Y) 위치별 압력분포 선도를 보면, 차량 후방으
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압력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분포는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를 줄여서 주행저항 중 대부분을 차지
하는 압력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Ⅳ-1에서 전체표면
과 차량하단에 해당하는 바퀴 전체의 주행저항이 개선된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4 사이드 에어 댐 설치 전(Case04)의
차량표면상단 압력분포(상), 차량표면측면 압력분포(중),
언더커버표면 압력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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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사이드 에어 댐 설치 후(Case12)의
차량표면상단 압력분포(상), 차량표면측면 압력분포(중),
언더커버표면 압력분포(하)

그림 16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차량 진행방향(X)에서의 압력분포
측정위치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72

그림 17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차량 진행방향(X)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그림 18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차량 측면방향(Y)에서의 압력분포
측정위치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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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차량
측면방향(Y)에서의 압력분포 선도 (높이 120 mm,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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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은 주행저항을 기준으로 한 개선율로 주행저항 자체의 절대 값
이며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다. 따라서 표 Ⅳ-2와 같이 전면적이 포함된
무차원화된 상대 값인 CD를 기준으로 한 개선율과는 다르다.
표 Ⅳ-1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주행저항이 개선되나 언더커
버에서는 일부 증가한다. 이는 사이드 에어 댐을 차량표면으로 설정하였
기 때문에 엔진룸을 빠져나온 불규칙한 유동이 사이드 에어 댐에 충돌하
여 차량표면의 주행저항이 일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엔진룸을 나온 유
동이 대부분 차량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유선을 고려해 볼 때 사이드 에
어 댐의 존재로 인하여 엔진룸 벽면의 주행저항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드 에어 댐에 의해 차량 하부유동과 차량 측면유동
이 분리되는 유동제어효과는 차량 하부 및 측면유동과 후류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주행저항이 개선되는데 기여를 한다. 하부 핀을 추가로 설치하
여 엔진룸을 빠져나온 유동을 차량하단에서 추가적으로 제어한다면 주행
저항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 사이드 에어 댐 유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차량표면
0.975
언더커버
-0.845
전체표면
3.486
엔진룸 벽면
-0.751
04
엔진룸 부품
4.537
엔진룸 전체
-0.108
12
앞 바퀴
0.302
뒷 바퀴
6.164
바퀴 전체
2.814
전체 주행저항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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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표 Ⅳ-2 공력저감장치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Case01
0.310121
0
Case04
0.297414
4.097
Case10
0.291897
5.876
Case12
0.292497
5.683

비고
Base
언더커버
언더커버, 하부 핀
언더커버, 사이드
에어 댐

표 Ⅳ-2는 공력저감장치들의 공력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모두 하부구조
로 인한 유동의 비정상상태 효과를 고려하여 시간 평균을 낸 주행저항
(CD) 값을 사용하였다. 언더커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의 순서로 공
력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2 Side Air Dam의 형상 설계 및 이에 따른 주행저항
4.2.1 사이드 에어 댐 높이

차량측면의 유동과 차량 하부의 유동을 분리하기 위하여 앞바퀴 뒷부
분부터 뒷바퀴 앞부분까지 그리고 차량의 측면 가장 바깥쪽 방향에 사이
드 에어댐을 일직선으로 설치하였다.
1) 최소 높이
차량 하부의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을 위하여 전체 언더커버를 설치 후
최소 높이와 두께를 가지는 하부 핀을 장착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인 측
면 및 하부 유동제어를 위하여 그림 Ⅳ-20와 같이 일직선 형상의 사이
드 에어 댐(Case13)을 설치하였다. 사이드 에어댐의 높이는 전체 언더커
버와 하부 핀의 높이를 참조하여 최소가 되는 약 2 cm로 하였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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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언더커버 곡률을 따지면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부분적으
로는 최대 약 2.3 cm, 최소 약 1 cm의 높이를 가진다. 그러나 평균적인
높이는 약 2 cm이다. 이는 지상으로 부터는 18 cm의 이격거리를 갖는
다. Case13의 주행저항(CD)은 0.295869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4.596% 개선되었다.

그림 Ⅳ-20 최소 높이 값을 가지는 사이드 에어
댐(Case13)
2) 중간 높이
그림 Ⅳ-21은 중간 높이 약 5 cm를 가지는 사이드 에어댐(Case14)로
높이는 전체 언더커버와 하부 핀의 높이를 참조하여 중간이 되는 약 5
cm로 하였다. 차량의 전반적인 언더커버 곡률을 따지면 사이드 에어 댐
의 높이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약 5.3 cm, 최소 약 4 cm의 높이를 가진
다. 그러나 평균적인 높이는 약 5 cm이다. 이는 지상으로 부터는 15 cm
의 이격거리를 갖는다. Case14의 주행저항(CD)은 0.292303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5.746%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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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중간 높이 값을 가지는 사이드 에어
댐(Case14)
3) 최대 높이
사이드 에어 댐의 최대 높이는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에 최댓값
인 8 cm이다. 그림 Ⅳ-22, 23은 최대 높이 약 8 cm를 가지는 사이드 에
어댐(Case15)로 차량의 전반적인 언더커버 곡률을 따지면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약 8.3 cm, 최소 약 7 cm의 높이를 가
진다. 그러나 평균적인 높이는 약 8 cm이다. 이는 지상으로 부터는 12
cm의 최저지상고를 만족하는 이격거리를 가지며 넘어서지 않는다.
Case15의 주행저항(CD)은 0.289396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6.683%
개선되었다.

78

그림 Ⅳ-22 최대 높이 값을 가지는 사이드 에어
댐(Case15)

그림 23 최대 높이 값을 가지는 사이드 에어
댐(Case15)의 측면도
4) 사이드 에어 댐 높이 선정
3가지 형상 모두 그림 Ⅳ-24∼26과 유사한 유동패턴을 갖는다. 그러나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가 높을수록 보다 나은 유동제어와 공력성능을 보
였다. 또한 동일 조건에 하부 핀이 없는 Case12보다 차량 하부에서 추가
적인 유동제어가 되는 Case15가 보다 나은 유동패턴을 보였다.
표 Ⅳ-3은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의 요소별
주행저항 변화를 나타내었다.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가 증가하면 대부분
의 요소에서의 주행저항이 저감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엔진룸을 나온
유동이 대부분 차량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유선을 고려해 볼 때 하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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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이드 에어 댐의 존재로 인하여 엔진룸의 전반적인 주행저항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최대인 약 8 cm (Case15)를 선
택하였다.

그림 Ⅳ-24 사이드 에어 댐(Case15)에 따른 하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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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사이드 에어 댐(Case15)에 따른 하부 유선,
최저지상고 (지상 12 cm 높이) 기준

그림 Ⅳ-26 사이드 에어 댐(Case15)에 따른 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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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사이드 에어 댐 높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차량표면
0.170
언더커버
0.017
전체표면
3.844
엔진룸 벽면
-0.271
13
엔진룸 부품
-6.696
엔진룸 전체
-0.540
15
앞 바퀴
1.592
뒷 바퀴
4.845
바퀴 전체
2.908
전체 주행저항
2.312
표 Ⅳ-4 사이드 에어 댐 높이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Case01
0.310121
0
Case13
0.295869
4.596
Case14
0.292303
5.746
Case15
0.289396
6.683

4.2.2 사이드 에어 댐 형상

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비고
Base
높이 최소
높이 중간
높이 최대

사이드 에어 댐은 바퀴 사이에 설치되기에 차량 전면적(Projection
Area)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드 에어 댐은 최저지
상고만 유지하면 되지만 차량의 동역학적인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일직선
이 아닌 곡률을 가지는 형상이 유리하다. 이에 사이드 에어 댐의 형상에
따른 공력성능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선안을 연구하였다.
1) 일직선 형상
하부 핀을 가지는 전체 언더커버와 높이는 최대이며 일직선 형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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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에어 댐은 Case15와 동일하다. Case15의 주행저항(CD)은 0.289396
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6.683% 개선되었다. 전면적은 2.328919 m2으
로 동일조건에 사이드 에어 댐만 없는 Case10의 전면적과 동일하다. 그
러나 Case10의 CD 0.291897과 개선율 약 5.876%와 비교하면 큰 공력저
감의 차이가 나타난다.
2) ㄴ자 형상
전체 언더커버와 하부 핀을 가지며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최대이지
만 일직선 형상이 아닌 그림 Ⅳ-27과 같이 ㄴ자 형상(Case16)을 가진다.
ㄴ자 형상이기 때문에 그림 Ⅳ-28과 같이 돌출부를 가지며 이로 인해
전면적이 2.3300376 m2 으로 일직선 형상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다.
Case16의 주행저항(CD)은 0.288330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7.027%
개선되었다.

그림 Ⅳ-27 ㄴ자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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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ㄴ자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6) 정면도
3) M자 형상
전체 언더커버와 하부 핀을 가지며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최대이지
만 일직선 형상이 아닌 그림 Ⅳ-29와 같이 M자 형상(Case17)을 가진다.
M자 형상이기 때문에 그림 Ⅳ-30과 같이 측면 노출 부를 가진다. 돌출
부는 없어 전면적 증가는 없다. Case17의 주행저항(CD)은 0.291633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5.962%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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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M자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7)

그림 Ⅳ-30 M자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7) 측면도
4) 아치(Arch) 형상
전체 언더커버와 하부핀을 가지며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는 최대이지
만 일직선 형상이 아닌 그림 Ⅳ-31과 같이 아치 형상(Case18)을 가진다.
아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림 Ⅳ-32와 같이 측면 노출부를 가진다. 돌출부
는 없어 전면적 증가는 없다. Case18의 주행저항(CD)은 0.292557로
Base인 Case01 대비 약 5.664%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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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아치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8)

그림 Ⅳ-32 아치 형상의 사이드 에어 댐(Case18) 측면도
5) 사이드 에어 댐 형상 선정
표 Ⅳ-5를 보면 M형 형상, 아치 형상과 비교 시 전체가 일직선인 형
상들이 공력특성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그림 Ⅳ-26, 33∼35은 사이드 에
어 댐 형상에 따른 측면과 후방 유선을 보여준다. 일직선 형상들인
Case15와 16은 차량 측면부에서 유동이 사이드 에어 댐을 따라 잘 흐르
고 있으나(그림 Ⅳ-26, 33), M자 향상과 아치 형상은 유동이 사이드 에
어 댐을 따라 흐르다 차량 하단 중간부 에어 댐이 없는 부위에서 다소
간섭을 일으킨다(그림 Ⅳ-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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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사이드 에어 댐 형상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Case01
0.310121
0
Case15
0.289396
6.683
Case16
0.288330
7.027
Case17
0.291633
5.962
Case18
0.292557
5.664

비고
Base
일직선 형상
ㄴ자 형상
M자 형상
아치 형상

그림 Ⅳ-33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6)에 따른 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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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M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7)에 따른 후방 유선

그림 Ⅳ-35 아치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8)에 따른 후방 유선
일직선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의 경우가 최상의 공력저감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앞바퀴 휠 하우징을 통해 나온 유동의 Downwash 현상
을 저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림 Ⅳ-38, 39의 경우 이러한 Downwash
가 발생하면서 차량하부에서 나오는 유동과 측면유동이 섞이면서 공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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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6, 40을 보면 일직선 형
상 사이드 에어 댐은 어느 정도의 Downwash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 Ⅳ-37, 41의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댐은 돌출부로 인하여
Downwash를 막아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42는 차량하부 안쪽
방향의 유선으로 Downwash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바깥쪽 방향으로
만 ㄴ자 형상을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이드 에어 댐의 형상은 ㄴ자 형상(Case16)을 선택하였
다.

그림 Ⅳ-36 일직선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5)에 따른 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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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7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6)에 따른 전방 유선

그림 Ⅳ-38 M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7)에 따른 전방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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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9 아치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8)에 따른 전방 유선

그림 Ⅳ-40 일직선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5)의 전방부
Downwash, 지상으로부터 높이 1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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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6)의 전방부
Downwash, 지상으로부터 높이 160 mm

그림 Ⅳ-42 ㄴ자 형상 사이드 에어 댐(Case16)의 차량하부 유선,
지상으로부터 높이 160 mm

4.3 사이드 에어 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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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차량 하부 언더커버, 하
부 핀, 사이드 에어 댐을 통하여 차량 공력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
였다.
표 Ⅳ-6 언더커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비고
Case01
0.310121
0
Base
Case04
0.297414
4.097
언더커버 선정
Case10
0.291897
5.876
하부 핀 선정
사이드 에어 댐
Case16
0.288330
7.027
선정
1) 기존에 없던 차량 측면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사이드 에어 댐
을 개발하였고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2)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하부 및 측면부 유동제어장
치이자 공력저감장치인 Side Air Dam을 설계하였다.
3) 전체 언더커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의 조합을 달리하여 전산해석
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공력저감 기여요소 및 공력특성을 분석하였다.
4)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이드 에어 댐의 높이를 달리하여
주행저항(CD) 변화와 차량 하부 및 후방 등의 공력특성 변화를 살펴보
았다.
5) 사이드 에어 댐 높이를 선정 후 여기에 다양한 형상 변화를 주었을
때의 주행저항(CD) 변화와 차량 하부 및 후방 등의 공력특성 변화를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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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차량 후방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5.1 차량 후방 공력저감장치 추가를 위한 선행 평가
차량 하부 공력저감장치들인 언더커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 하부
디플렉터의 민감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조합 조건의 차량 하부
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을 바탕으로 하여 차량 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장치 조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들의 조
합이 후류에 미치는 영향과 차량 후방 upwash의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최적 공력저감장치들의 조합과 차량 후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리
어디퓨져의 기본 길이를 산정하였다.

5.2 차량 후방 Upwash 평가를 통한 리어디퓨져 기본
길이 산정
리어디퓨져는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후류를 유동제어하여 전체 주행저
항을 저감시키는 장치로, Kang 등이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성
능을 보였다[59∼6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공력저감 장치들로 인
하여 전반적으로 바뀐 공력특성을 고려 시, 리어디퓨져의 형상 설계 및
장착에 있어 동작범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리어디퓨져의 유동제어는
후류의 올려씻음(Upwash)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형상 차량부터 각
종 공력저감장치들을 장착한 차량에 이르기까지 Upwash 영향범위를 평
가하였다. 그림 Ⅴ-1은 YF SONATA Base 형상 차량(Case01)의 후류
올려씻음(Upwash)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Ⅴ-2는 개선전 전체-언
더커버 장착 차량(Case16)에서의 범위를 그리고 그림 Ⅴ-3은 AAF all
open Mode와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적용 차량(Case44)의 후류 올려씻
음(Upwash) 영향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Ⅴ-1은 이러한 올려씻음의
영향범위를 차량 중심부를 포함하여 4곳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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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측정결과 Base 형상 차량은 후류 개선이 안 된 상태여서 이러한
올려씻음 영향범위가 제일 컸으며 공력저감장치들의 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500 mm 범위를 평균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리어디퓨져의 기본 길이를 500 mm로 설정하였다. 기존 Rear
Diffuser의 연구에서 Cho 등은 Rear Diffuser 길이가 400 mm 일 때 차
량 운행속도 80∼120 km/h에서 평균 공력성능이 제일 뛰어남[59]을 보
였고, Kang 등은 차량 운행속도 70∼160 km/h 영역에서 Rear Diffuser
의 최대 성능 길이 450 mm 계산 후 Rear Diffuser의 최대 성능 형상을
제시[60-62]하였다. 따라서 표 Ⅴ-1과 같이 선정된 리어디퓨져 길이와
기존 연구의 선정 길이의 차이를 리어디퓨져 형상매개변수 연구의 길이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올려씻음 최대 영향범위가 측정 케이스 마다
500 mm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기준길이를 중심으로
리어디퓨져의 길이별 형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Ⅴ-1 YF SONATA Base 형상 차량(Case01)의 후류
올려씻음(Upwash) 평가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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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개선전 전체-언더커버 장착 차량(Case16)의 후류
올려씻음(Upwash) 평가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그림 Ⅴ-3 AAF all open Mode &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장착
차량(Case44)의 후류 올려씻음(Upwash) 평가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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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AAF all close Mode &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장착
차량(Case49)의 후류 올려씻음(Upwash) 평가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표Ⅴ-1 후류 올려씻음(Upwash)의 영향범위 평가
Case 49
측정위치 01
16
44
50 4.30226
51
4.35089
4.32306
4.16339
4.28186
4.17931
X
Y=0 Y
0
0
0
0
0
0
(중심부)
0.0163112 0.0158543 0.0121915 0.0101997 -0.0102694
ZX 0.00638619
4.54467 4.32169 4.33612 4.32031 4.26322 4.35038
Y=
-0.225
-0.225 -0.225 -0.225 -0.225 -0.225 -0.225
Y
(225 mm) Z -0.0197266
0.0108183 0.00744872 0.0039522 0.00469772 0.00622977
4.62576 4.32031 4.27972 4.20771 4.34162 4.26651
X
Y
=
-0.450
-0.45
-0.45
-0.45
-0.45
-0.45
-0.45
(450
mm) YZ -0.0499625
0.014938 0.0101997 0.014938 0.00469772 0.0158543
4.07451 3.97849 3.95437 3.89733 3.95027
Y = X 4.58453
-0.675
-0.675
-0.675 -0.675 -0.675 -0.675 -0.675
Y
(675 mm) Z -0.0279728 -0.00566037
-0.0104327 -0.00307406 -0.0104327 -0.00476965
실차 하단부
3.83
끝단
위치
최대 Upwash 0.79576 0.49306 0.50612 0.49031 0.51162 0.52038
영향범위 약 79cm 약 49cm 약 50cm 약 49cm 약 51cm 약 52cm
리어디퓨져
50 cm
기본길이선택
기존연구
40∼45 cm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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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리어디퓨져 길이별 형상매개변수 연구
기존 리어디퓨져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YF SONATA 차량을 사용
하였지만, 차량하부는 완전한 평판처리를 하였고 엔진룸 부분은 생략을
하였다[59∼62]. 따라서 기존 연구와 최대한 동일한 해석 조건을 유지하
기 위해서 개선된 전체-언더커버를 선정하였고 리어디퓨져의 형상과 장
착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엔진룸 부분 생략에
해당하는 AAF all close Mode는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하부 및
측면 공력저감장치로 인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른 후류 패턴을 보이기 때
문에, 바뀐 후류의 올려씻음 영향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리어디퓨져
기본 길이 500 mm를 기준으로 하여 50 mm 단위로 리어디퓨져를 늘이
고 줄여가면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기존 연구
와 비교하여 검증 및 주기성을 찾아내었다. 또한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었고 형상변경 및 개선
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5.3.1 Rear Diffuser 원리

차량의 전방을 지나 차량 하부를 통과하는 유동은 지표면(ground)과
차량바닥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좁아진 면적에 의해 가속되게 된다. 특
히 차량하부에 언더커버 장착하면 이러한 유동 가속은 더욱 증가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량 즉, 하부에 언더커버와 같은 공력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가속이나 유동패턴은 달라질 수 있
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차량 하부를 통과한 유동은 차량 후방으로 가
면서 차량의 디퓨져 부분으로 더 증가하는 면적을 맞이하게 된다. 아음
속 유동의 경우(Mach Number 1 미만의 음속이하의 흐름) 물리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면 유속은 감소하게 되며, 유속의 감소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리어디퓨져는 그림 Ⅴ-5와 같이 이러한 차량
후방의 디퓨져 부분을 연장하여, 차량 후방의 유속은 감소시키고 자연스
98

럽게 압력이 회복되도록 돕는 장치이다. 이렇게 차량 후방의 압력이 자
연스럽게 회복되어 상대적인 고압이 형성되면, 차량 전후방의 상대적인
압력차가 줄어들어 차량주행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력저항이 감소
하게 된다[59∼62].

그림

-5 리어디퓨져 원리 [59∼62]

5.3.2 유동해석 결과

1) 리어디퓨져의 최적길이 선정을 위한 해석 케이스
리어디퓨져 길이별 형상매개변수에 적용된 상세형상 조건은 표 Ⅴ-2와
같다. Base 형상 차량 및 다양한 공력저감장치 조합 조건의 차량 형상에
따른 후류의 Upwash를 평가(표 Ⅴ-1)하여, 리어디퓨져 기본 길이 500
mm를 적용(Case52)하였고 이를 50 mm 길이로 증가(Case53, 54)와 감
소(Case55∼57) 시켰다. 이상의 리어디퓨져 효과를 리어디퓨져만 없는
동일조건(Case44)와 비교하였다. 표 Ⅴ-2의 상세형상 조건과 적용한 공
력저감장치들을 그림 Ⅴ-7, 9, 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Ⅴ-8, 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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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리어디퓨져가 길어져도 차량의 전면적은 2.331533 m2으로 동일하
다. 그림 Ⅴ-11, 12은 리어디퓨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전체 차량길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리어디퓨져 길이를 제외
한 다른 형상은 동일하다.
표 Ⅴ-2 차량 후방, 전방, 하단, 측면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의 상세 구성 내역
Case
Rear Diffuser 길이
공통 적용 사항
44 NO Rear Diffuser (0 mm)
AAF all open,
57
Rear Diffuser 350 mm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56
Rear Diffuser 400 mm
핀,
55
Rear Diffuser 450 mm Deflector하부
바퀴 4개(앞바퀴
52
Rear Diffuser 500 mm
삼각형 형상),
53
Rear Diffuser 550 mm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54
Rear Diffuser 600 mm

그림 Ⅴ-6 리어디퓨져 길이별 형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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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No Rear Diffuser, Length 0 mm (Case44)

그림 Ⅴ-8 No Rear Diffuser, Length 0 mm, 차량 후방형상 (Case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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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Rear Diffuser, Length 350 mm (Case57)

그림 Ⅴ-10 Rear Diffuser, Length 500 mm (Cas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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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Rear Diffuser, Length 350 mm, 차량 측면형상 (Case57)

그림

-12 Rear Diffuser, Length 600 mm, 차량 측면형상 (Cas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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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Rear Diffuser, Length 500 mm, 차량 후방형상 (Case52)
2) 리어디퓨져의 최적길이 선정 및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엔진룸 유동은 AAF 모두 개방한 작동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그림 Ⅴ-25∼28), 차량 측면의 압력분포와 유선(그림 Ⅴ
-35∼37)을 보면 리어디퓨져 유무에 의하여 차량 후방 디퓨져를 지나면
서 유동의 올려씻음 정도(Upwash)에 차이가 발생한다. 차량 하부 유동
(그림 Ⅴ-18, 19), 후류(그림 Ⅴ-20, 21),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Ⅴ
-22∼24),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그림 Ⅴ-25∼28), 차량 하부 및 측면의
압력분포와 유선(그림 Ⅴ-32∼37)의 유동을 보면 리어디퓨져에 의하여
Upwash는 사라졌지만, 차량후방에서 차량측면과 트렁크를 타고 리어디
퓨져 윗부분으로 말려 들어가는 기존과 다른 형태와 크기의 재순환영역
유동패턴이 생겼다. 이러한 유동패턴은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라 재순환
영역의 크기 및 형태의 차이를 갖는다. Case54의 경우 이러한 재순환영
역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을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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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부의 압력분포 및 유선(그림 Ⅴ-33), 후류 패턴(그림 Ⅴ-38)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리어디퓨져 장착전인 Case44와 비교 시(측면 및
하부 상세 그림 Ⅴ-22, 하부의 압력분포 및 유선 그림 Ⅴ-32, 후방 유선
그림 Ⅴ-38) 차량 후방의 압력 분포나 유선이 대칭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정적인 후류로 인하여 전체 주행저항이 저감되
었다. 그러나 Case52의 경우 같은 형상의 리어디퓨져를 장착했지만 길이
가 100 mm 짧아지면서 이러한 대칭적인 유동분포가 사라졌고, 리어디퓨
져 장착전인 Case44와 비슷한 후방 압력분포(측면 및 하부 상세 그림
Ⅴ-23, 하부의 압력분포 및 유선 그림 Ⅴ-34)를 갖는다. 따라서 표 Ⅴ-3
를 보면 두 케이스는 거의 비슷한 주행저항 값을 가지게 되었다. 차량
후방 유선의 경우(그림 Ⅴ-38)에는 두 경우 다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강할수록 전체 주행저항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리어디퓨져 길이별 평균 주행저항 값(표 Ⅴ-3)
과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그래프(그림 Ⅴ-14, 15)를 보
면 이러한 비대칭성에 의한 전체 주행저항의 주기성 혹은 비대칭적인 유
동패턴의 주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리어디퓨져 길이별 양력 변화(전면적을 기준으로 한 결과, 표 Ⅴ-4, 그
림 Ⅴ-16, 17)를 보면 리어디퓨져가 길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양력 또한
증가한다. 기본형상(Base) 대비하여 언더커버 장착 시에는 주행저항과
함께 양력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리어디퓨져 장착
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양력은 증가한다. 리어디퓨져 길이가 길어짐에 따
라서는 약한 주기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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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리어디퓨져 길이별 공력특성, 평균 주행저항(CD)
주행저항 개선율
Case 리어디퓨져
비 고
길이 [mm] (평균 CD) [%]
01 N/A (0) 0.310121
0
Base 차량
44 N/A (0) 0.299008 3.584
57
350
0.297682 4.011
AAF all open,
56
400
0.294533 5.027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55
450
0.294107 5.164
하부 핀,
Deflector 4개,
52
500
0.298369 3.789
53
550
0.297890 3.944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54
600
0.293782 5.268

그림 Ⅴ-14 Rear diffuser 길이에 따른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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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Rear diffuser 길이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개선율
표 Ⅴ-4 리어디퓨져 길이별 공력특성, 평균 양력계수(CL)
주행저항 개선율
Case 리어디퓨져
비 고
길이 [mm] (평균 CD) [%]
01 N/A (0) 8.881048
0
Base 차량
44 N/A (0) 8.751432 1.459
57
350
8.805029 0.856
AAF all open,
56
400
8.802140 0.888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하부 핀,
55
450
8.808645 0.815
Deflector 4개,
52
500
8.822171 0.663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53
550
8.822574 0.658
54
600
8.81577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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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Rear diffuser 길이에 따른 CL

그림 Ⅴ-17 Rear diffuser 길이에 따른 CL 개선율

그림 Ⅴ-18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44 / 우 : Cas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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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52 / 우 : Case54)

그림 Ⅴ-20 차량 후류 (좌 : Case44 / 우 : Case57)

그림 Ⅴ-21 차량 후류 (좌 : Case52 / 우 : Case54)

그림 Ⅴ-22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44, 측정위치 지상 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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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2,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24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4,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2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4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6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7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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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7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2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28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3) NO 리어디퓨져와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표 Ⅴ-5의 리어디퓨져 없는 경우(Case44)와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리어
디퓨져 장착으로 차표면은 공력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언더커버는 크
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합친 값은 거의 차이가 없다. 차량표
면에 걸리는 힘은 차량진행 반대방향(X방향) 성분으로 차량 앞뒤의 형
상에 따라 걸리는 표면 압력차를 의미한다. 차량표면에 걸리는 힘이 크
게 개선된 것은 차량 전방은 동일 조건이므로 차량 후방의 저압부가 크
게 개선되어 차량전체의 전후방 압력차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Ⅴ-29를 보면 리어디퓨져를 장착 후 차량 전방부에서 다소 고압부
위가 줄었고, 그림 Ⅴ-30을 보면 후방부위에서는 리어디퓨져 근처(차량
하단)는 고압부위가 증가하였고 트렁크 윗부분은 고압부분이 다소 감소
하였다. 리어디퓨져 부분을 포함하여 언더커버에 걸리는 힘은 차량진행
반대방향 성분으로, 리어디퓨져를 장착하였어도 전면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증가한 언더커버 표면에 걸리는 힘은 리어디퓨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림 Ⅴ-31의 언더커버 표면 압력 분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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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방에 고압부위가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어디퓨
져 중심부 방향과 끝단 방향으로 형성된 고압부위(그림 Ⅴ-31)는 트렁크
와 차량 측면을 타고 넘어서 Down-wash하는 유동이 리어디퓨져 부분
을 강타하여 리어디퓨져 표면에 큰 압력(혹은 힘)이 발생한 것이며, 이러
한 유동패턴에 의한 재순환영역에서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저압부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크게 개선된 차량표면과 크게 악화
된 언더커버를 합치면 전체 차량표면에서의 주행저항은 큰 개선이 없다.
이는 리어디퓨져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재순환영역에서의
Down-Wash가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리어디
퓨져의 위치나 형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엔진룸도 전체적으로 리
어디퓨져 유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 뒷바퀴의 공력
특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주행저항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리
어디퓨져 장착 시 바퀴 전체의 공력특성이 향상되는 이유는, 차량 측면
의 압력분포 및 유선(그림 Ⅴ-35, 36)을 보면 차량 전방부의 고압부위가
다소 줄고 차량 후방부 하단의 고압부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리
어디퓨져의 효과가 차량 하부의 바퀴를 통하여 나타났다.
표 Ⅴ-5 NO 리어디퓨져와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81.384
개선
언더커버
-85.404
전체표면
-0.203
엔진룸 벽면
-0.137
44
엔진룸 부품
3.375
개선
엔진룸
전체
-0.014
54
앞 바퀴
0.597
개선
뒷 바퀴
21.425
개선
바퀴 전체
8.260
개선
전체 주행저항
1.58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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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 리어디퓨져와 최저성능 리어지퓨져 / 최저성능과 최고성능 리
어지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리어디퓨져 없는 경우와 최저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요소별 주
행저항 값(표 Ⅴ-6)을 비교해 보면 값에 차이는 있지만 경향은 위와 동
일하다. 최저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와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값(표 Ⅴ-7)을 비교해 보면, 값에 차이는 있지만 경향
은 위와 거의 동일하다.
표 Ⅴ-6 NO 리어디퓨져와 최저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81.306
개선
언더커버
-85.431
전체표면
-2.4228
엔진룸 벽면
-0.098
44
엔진룸 부품
-0.158
엔진룸 전체
-0.108
52
앞 바퀴
1.885
개선
뒷 바퀴
21.571
개선
바퀴 전체
9.1282
개선
전체 주행저항
0.367
개선
표 Ⅴ-7 최저성능과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0.043
개선
언더커버
0.015
개선
전체표면
2.275
개선
엔진룸 벽면
-0.039
52
엔진룸 부품
3.538
개선
엔진룸 전체
0.094
개선
54
앞 바퀴
-1.313
뒷 바퀴
-0.187
바퀴 전체
-0.956
전체 주행저항
1.218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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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어디퓨져 공력특성 결론
결론적으로, 리어디퓨져 길이에 의한 전체 차량표면 만의 주행저항 저
감은 거의 없었다. 즉, 리어디퓨져를 통한 뒷바퀴의 공력특성 향상이 전
체 주행저항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림 Ⅴ-29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그림 Ⅴ-30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그림 Ⅴ-31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리어디퓨져 길이, Cas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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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2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3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4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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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2,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35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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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6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37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2,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117

그림 Ⅴ-38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중 : Case54 / 하 : Cas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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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기존연구와 비교 및 검증

리어디퓨져 길이별 평균 주행저항 값(표 Ⅴ-3)과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그래프(그림 Ⅴ-14, 15)를 통하여, 리어디퓨져 길이
별로 차량 후류의 패턴이 변하고 이러한 패턴 중 비대칭성이 강한 경우
에 전체 주행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리어디퓨져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Ⅴ-14, 15와 같이 전체 주행저항 증감의 주기성
혹은 비대칭적인 유동패턴의 주기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주기성을 기존 연구결
과[59∼62]와 비교하면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그림 Ⅴ-3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승온, 조준호 등의 기존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YF
SONATA 차량형상에 동일한 리어디퓨져 형상과 길이를 사용하였다. 또
한 주행속도는 본 연구와 동일한 120 km/h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행속도
를 해석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엔진룸 내부를 형상에서 제외(AAF
all close Mode와 유사)하였고 차량하부를 평판으로 형상처리(언더커버
효과와 유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동일한 조건과 차이점을 갖는다.
공통사항 : 주행속도 (120 km/h) / 리어디퓨져 형상과 길이
유사사항 : 차량 하부 형상 (기존 연구 - 일직선 평판, 본 연구 : 하부
핀이 포함된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차이점 :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 하부 디플렉터 / AAF all open Mode
그림 Ⅴ-39를 보면 기존연구와 비교 시, 본 연구는 개선율 약 0.5% 정
도의 향상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이유는 공력저감장치의 적용
개수 차이에 따라 전체 주행저항 저감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 결과의 AAF all close Mode 효과와 전체-언더커버 효과보다
도 본 연구의 하부 및 측면 공력저감장치들(하부 핀과 디플렉터를 포함
하는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의 전체 공력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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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및 유동제어 효과가 약 0.5% 더 향상된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과 개선율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연구
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특정속도에서는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라 전체 주
행저항 값이 주기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다양한 속도 영역과
리어디퓨져 길이를 동시에 고려한 평균 주행저항 값을 보면 평균 최저점
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리어디퓨져는 다음과 같은 특정 최적길
이를 가진다[59∼62].
주행속도 80∼120 km/h에서는 최적길이 400 mm
주행속도 70∼160 km/h에서는 최적길이 450 mm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주기성 측면에서 다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특정 주행속도에서 리어디퓨져 길이별로 나타나는 주기성이 주행속도가
변하면 시프트(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Ⅴ-39 리어디퓨져 길이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주행속도 120
km/h, 기존 연구결과[59∼62]

5.3.4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들

그림 Ⅴ-38과 같이 차량 후방 혹은 리어디퓨져 윗면에서 발생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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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영역의 크기와 강도로 인하여 리어디퓨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순환 영역으로 저압부위를 형성할 경우, 리어디퓨
져 양 옆단과 끝단을 지나가던 일부 유동이 리어디퓨져 윗면으로 휘말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재순환 영역을 줄이고 좌우 대칭적
인 후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어디퓨져
를 통한 뒷바퀴 공력특성 향상이 전체 주행저항 값을 좌우 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리어디퓨져의 공력성능 향상 개선안
이 고려 가능하다.
- 개선안
① 리어디퓨져의 위치 및 각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
② 재순환 영역을 줄이기 위하여 혹은 재순환 영역을 밀어내거나 깨기
위하여, 재순환 영역으로 유동 일부를 흐르게 설계한다.
③ 리어디퓨져 끝단(wing tip)에 날개끝수직판(winglet)을 장착한다.
④ 그림 Ⅴ-40, 41에서 보듯이, 리어디퓨져로 인하여 바뀐 후류 패턴을
고려하여 Trunk rear edge kick-up의 길이나 각도 등의 형상 변화,
Side rear edge 형상 변형으로 차량 후방의 상단과 측면도 함께 유
동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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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0 차량 후방 형상 변경 그림 Ⅴ-41 차량 후방 형상 변경
후, 기존연구 [47∼50]
전, 기존 형상 연구 [47∼50]

5.4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별 형상매개변수 연구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반영하여
리어디퓨져의 형상을 개선하였다. 또한 실제 주행조건에서 리어디퓨져가
작동하는 로직을 일부 반영하여 능동형 에어 플랩이 다 닫히는 조건을
해석에 추가하였다. 형상변화와 추가 공력저감장치 추가로 인하여 바뀐
유동패턴을 고려하여, 고정길이를 가지는 개선된 리어디퓨져에서 전체/
부분-언더커버와 디플렉터 개수의 조합을 통하여 최적 조합을 평가하였
다. 평가 결과인 최적 조합 조건(부분-언더커버, 디플렉터 개수, 리어디
퓨져 변경된 위치)을 바탕으로 리어디퓨져 길이별로 공력특성을 파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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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개선된 리어디퓨져

실제 차량에 적용된 리어디퓨져가 작동하는 조건은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Highway Mode로써, 이때는 AAF 역시 부분 혹은 다 닫히는 로직
으로 실제 제작된 초저공력(Very Low Aerodynamic Drag Car) 차량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고속주행 모드에서 리어디퓨져가 작동한
다면 AAF는 다 닫히는 공력저감장치의 제어 로직을 해석조건에 반영하
였다.
또한 리어디퓨져의 성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개선안 들을 일
부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재순환 영역을 줄이기 위하여 유동 일부를
리어디퓨져 윗면으로 흐르게 하였다. 이는 그림 Ⅴ-42와 같이 리어디퓨
져가 차체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던 형상을 그림 Ⅴ-43과 같이 차량하
부 일부 유동이 지나가면서 재순환 영역을 밀어낼 수 있도록 형상 및 위
치 변경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리어디퓨져를 약 72 mm 아래로
위치 이동하였다. 차량 후방 디퓨져와 연장된 리어디퓨져의 각도는 부분
적으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개선전후 둘 다 전체적으로 8∼11도를 유지
하여서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또한 리어디퓨져 끝단(wing tip)에 날개끝
수직판(winglet)을 장착하였다. 실제작된 형상은 그림 Ⅴ-43, 44와 같이
리어디퓨져가 차량 하단으로 밀려들어가는 레일 부분과 차량 리어범퍼와
맞닿는 부분의 유선형 곡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 40∼50 mm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수직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수직판 부분이 항공기
의 winglet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리어디퓨져 끝단의 수직판의 경우,
차량 진행방향 유동과는 수직을 이루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형상
변화와 위치변화로 인하여 개선전 리어디퓨져를 포함한 차량의 전면적은
2.331533 m2에서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포함한 차량의 전면적은 2.341513
m2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차량 후방의 상단과 측면의 형상 변형(Trunk
rear edge kick-up의 길이나 각도 등의 변화, Side rear edge 변형)은 수
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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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2 개선안 적용 전의 기존 그림 Ⅴ-43 개선안 적용 후의 개선된
리어디퓨져 형상, 실제작 형상
리어디퓨져 형상

그림 Ⅴ-44 실제작된 리어디퓨져 Prototype, 개선안 적용과 최적 길이
평가 및 반영된 형상, 제작 : HMC, TOMATO A&P

5.4.2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별 유동해석 결과

1)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최적길이 선정을 위한 해석 케이스
최대 공력성능을 내기위한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최적길이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선행된 공력특성 민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석에 사용된 모든 케이스들의 공력저감장치들 적용 조건은 표 Ⅴ-8과
같이 동일하며, 오직 리어디퓨져의 길이차이만을 갖는다. 개선된 리어디
퓨져의 길이는 350 mm부터 시작하여 50 mm 간격으로 늘려가면서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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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길이까지 공력특성과 주행저항(CD)을 평가하였다. 여기에 실제작 형
상을 추가로 해석하였으며 이때의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길이는 380 mm
이며 형상은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공력저감장치들이 적
용된 형상은 그림 Ⅴ-45, 46과 같다.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무관하
게 차량의 전면적은 2.341513 m2으로 동일하다.
표 Ⅴ-8 개선된 리어디퓨져 최적길이 평가를 위한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의 상세 구성 내역
Case 개선된 Rear Diffuser 길이
공통 적용 사항
58
350 mm
59
(실제작380형상mm및 길이)
mm 효과)
60
(재순환380영역
AAF all close Mode,
61
400 mm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62
450 mm
디플렉터 4개
(앞바퀴 삼각형 형상),
63
500 mm
하부 핀,
64
550 mm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65
600 mm
66
650 mm
67
7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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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5 개선된 Rear Diffuser, 그림 Ⅴ-46 개선된 Rear Diffuser,
Length 700 mm, 차량
Length 350 mm, 차량
측면-상단-하단 형상 (Case58) 측면-상단-하단 형상 (Case67)
2)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최적길이 선정
엔진룸 유동은 AAF 모두 닫은 작동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AAF
작동모드, 언더커버 형상과 리어디퓨져 형상 차이로 인하여 엔진룸을 통
과한 유동이 차량 전방하부에 미치는 영향과 차량 뒷바퀴 구동축 부분
그리고 후류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상세한 유동해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엔진룸 유동(그림 Ⅴ-47), 하부 유동(그림 Ⅴ-48), 측면 및 하부 상세
유동(그림 Ⅴ-50∼52)을 보면 다 닫힌 AAF의 작동으로 인하여 엔진룸
내부 및 엔진룸 전후의 차량 하부의 유동이 개선되었다.
하부 유동(그림 Ⅴ-48), 후류(그림 Ⅴ-49),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Ⅴ-50∼52),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그림 Ⅴ-53∼61)을 보면 개선된 부분언더커버로 인하여 뒷바퀴 구동축 부분은 복잡한 유동패턴을 가진다. 그
러나 이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정체압력이 발생하며 이는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 언더커버로 인하여 가속되는 차량 하부 유동을 상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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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의 Case59와 60은 동일한 전면적과 동일한 리어디퓨져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Case59는 재순환 영역을 깨기 위한 유동흐름 트임
부위가 그림 Ⅴ-43과 같이 존재하며 Case59W는 이러한 트임 부위를 제
거(막음처리)하였다. 따라서 재순환 영역을 줄이거나 깨기 위한 위한 유
동흐름 부위만의 차이를 갖지만, 전체 공력저항의 차이는 표 Ⅴ-9에서와
같이 약 3%에 가깝게 차이가 발생한다.
후류(그림 Ⅴ-49),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Ⅴ-50∼52), 뒷바퀴 측
면 상세유동(그림 Ⅴ-53∼61)을 보면 개선된 리어디퓨져에 의하여
Upwash는 거의 사라졌다. 트렁크와 리어디퓨져 사이의 재순환 영역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이에 유동 일부를 흐르게 형상변형이 되었고, 이는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그림 Ⅴ-53∼61)을 통해 변화된 후류 패턴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형상
변경 전에 뚜렷하던 재순환 영역이 작아지거나 일부는 재순환 흐름이 깨
져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상 변경 전(개선전) 리어디퓨져 끝단
(wing tip)을 감겨 올라가던 일부 유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끝단에 날개
끝수직판(winglet)을 장착하였고, 단순화된 유선을 통하여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Ⅴ-9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별 공력특성
주행저항 CD 개선율 양력계수 CL 개선율 비고
Case (평균
CD) [%] (평균 CL) [%]
01 0.310121
0
8.881048
0
Base 차량
58 0.269515 13.094 8.692313 2.125 최고 성능
59 0.270092 12.908 8.704999 1.982 실제작 형상
60 0.278916 10.062 8.714286 1.878 재순환 효과
61 0.283792 8.490 8.757486 1.391 최저 성능
62 0.275178 11.268 8.711326 1.911
63 0.275959 11.016 8.719847 1.815
64 0.273635 11.765 8.710671 1.918
65 0.270167 12.883 8.711703 1.907
66 0.273710 11.741 8.713534 1.886
67 0.279294 9.940 8.731744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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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7 엔진룸 유동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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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8 차량 하부 유동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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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9 차량 후류 (상 : Case58 / 중 : Case59 / 하 :
Cas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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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0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8,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51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9,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52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1,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Ⅴ-53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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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4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9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1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6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2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7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3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58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4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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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9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5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60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6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Ⅴ-61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7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3)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표 Ⅴ-9과 그래프(그림 Ⅴ-62
∼65)를 보면 유동패턴에 의한 주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선 전 리어
디퓨져와 마찬가지로 재순환영역 혹은 후류가 좌우 대칭(하부 유동, 후
류,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을 이루어 안정적일 수록 낮은 전체 주행저
항(CD) 값을 갖는다. 개선전 리어디퓨져(혹은 기존 연구 결과들)의 주기
성과 비교 시 변화가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
으로 리어디퓨져 길이 약 50 mm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주기성이 시프
트 되었다. 특정주행속도 120 km/h 기준으로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장착
할 때, 길이 350 mm에서 제일 나은 전체 주행저항(CD)과 양력(CL) 값을
가진다. 또한 이 둘의 주기성은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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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rag(혹은 Aerodynamic drag)의 구성변화를 보면 개선된 리어
디퓨져 길이에 상관없이 viscous drag는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며,
Total Drag는 pressure drag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Ⅴ-62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D 변화

그림 Ⅴ-63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D 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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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4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L 변화

그림 Ⅴ-65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CL 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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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별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개선된 Pressure
Viscous
Total
Case 리어디퓨져
Drag
Drag
Drag
비고
길이 [mm] [N]
[N]
[N]
01 Base 차량 436.183 48.463 484.645 Base 차량
58
350
376.838 52.355 429.192 최고 성능
형상
59
380
379.114 51.754 430.868 실제작
및 길이
61
400
397.961 52.276 450.237 최저 성능
62
450
388.196 52.420 440.616
63
500
392.981 51.986 444.967
64
550
380.168 52.320 432.488
65
600
379.765 52.480 432.245
66
650
383.570 52.505 436.075
67
700
391.163 52.434 443.597

그림 Ⅴ-66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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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된 리어디퓨져 유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리어디퓨져 없을 때(Case44)와 최고성능을 가지는 길이의 개선된 리어
디퓨져(Case58)의 유무와 AAF 작동 모드 그리고 언더커버 형상의 차이
를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Case44는 개선된 전체-언더커버에 리어디퓨져
가 없고 AAF가 다 개방된 경우이며, Case58은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에
최고 성능의 길이(350 mm)를 갖는 개선된 리어디퓨져가 장착되고 AAF
가 다 닫힌 경우이다.
표 Ⅴ-11과 같이 이 두 경우에 요소별 주행저항(drag) 값을 비교해 보
면, AAF를 다 닫고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에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장착
하면서 차량표면과 엔진룸 부품들에서 큰 향상을 보였지만 엔진룸 벽면
에서 큰 저하를 그리고 언더커버와 바퀴에서는 비교적 큰 저하를 보였
다. 그러나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은 세 가지 아이템의 장착전보다
약 10.2%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고성능
길이의 리어디퓨져 장착한 경우(Case58)의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contour(그림 Ⅴ-67, 68)를 보면 세 가지 아이템의 장착 전
(Case44)보다 전방에 고압부위가 다소 줄었고, 후방에는 고압부위가 크
게 증가하면서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에 의한 압력저항(pressure drag)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Ⅴ-69, 70의 언더커버의 표면 static pressure contour를 보면 개선된 전
체-언더커버(Case44)가 전반적으로 저압부를 유지하고 있다. 개선된 부
분-언더커버(Case58)의 경우 뒷바퀴 구동축 부위의 부분적인 하단부 노
출로 인하여 이 부근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압부위를 가지며 특히 뒷
바퀴 전방에 큰 고압부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언더커버 만 놓고 볼
때 압력저항의 증가로 전체 주행저항이 증가하였다. 또한 뒷바퀴 전방에
큰 고압부위로 인하여 바퀴전체의 주행저항은 증가하였다. 그림 Ⅴ-73,
74의 차량 하부 표면 static pressure contour&stream, 그림 Ⅴ-75의 차
량 후방 유선을 보면 차량 전방의 고압부위는 다소 줄고 후방의 고압부
가 다소 증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며, 차량 후방의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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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적이던 유선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인 압력분포가 대칭적이고 안정적으
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후류 분포는 리어디퓨
져를 통해 저압과 복잡한 후류를 유발하는 upwash를 방지하였고, 개선
된 리어디퓨져 형상을 통하여 차량 후방 저압부를 유발하는 재순환영역
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림 Ⅴ-71의 엔진룸 벽면의 경우 AAF를 다
열 경우(일반적인 차량의 운행조건) 차량 전방 그릴을 통해 유입된 유동
으로 인하여 그림과 같이 그릴과 엔진룸 전방에 고압부가 형성되게 된
다. 이 고압부를 형성하는 유입 유량은 차량 운행속도의 제곱 텀에 비례
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의 유입은 엔진룸 전방에 존재하는
팬과 라디에이터로 인하여 압력상승과 강하를 겪기 때문에 운행속도에
비례하여 엔진룸 내부까지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엔진룸 내부
를 가득 채운 부품들로 인하여 엔진룸 벽면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유량
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행조건에 해당하는 AAF 모두 개방의
경우 엔진룸 내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압력저항을 가지게 되며, 엔
진룸 벽면의 경우 그림과 같이 대기압과 큰 차이가 없는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gauge pressure 기준)를 그림과 같이 갖게 된다. 그러나
AAF를 다 닫은 Case58의 경우에는 밀폐되지 않은 엔진룸 하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입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엔진룸 전체가 상대적으로 큰
저압부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차량 외부압력과의 압력차에 의
한 압력저항으로 작용(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성분)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엔진룸의 상대적인 압력저항 증가는 요소별 주행저항 분석표에서
엔진룸 벽면의 주행저항 증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엔진룸 내부 부
품의 경우 AAF 개방 시 직접적으로 충돌하던 유입 유동이 사라지면서
그림과 같이 고압을 유지하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Case44)가 전반
적으로 저압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AAF 모두 닫는 작동, Case58)
로 변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감소된 압력저항만큼 주행저항도 감소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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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NO 리어디퓨져와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유무
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AAF Mode 차이 포함)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149.305
개선
언더커버
-1.491
전체표면
3149.463
개선
엔진룸 벽면
-1266.048
44
엔진룸 부품
195.436
개선
엔진룸
전체
-1306.821
58
앞 바퀴
-5.059
뒷 바퀴
-57.025
바퀴 전체
-24.178
전체 주행저항
10.190
개선

그림 Ⅴ-67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68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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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1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0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2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1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그림 Ⅴ-72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NO 리어디퓨져,
Case44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
140

그림 Ⅴ-7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44,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7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지상 3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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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5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하 : Case58)
5)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와 개선된 리어디퓨져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Case54와 65는 동일 길이의 리어디퓨져 이지만 형상차이와 AAF 작동
모드 그리고 언더커버 형상의 차이를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Case54는 개
선된 전체-언더커버에 길이 600 mm의 개선전 리어디퓨져를 장착하고
AAF가 다 개방된 경우이며, Case65는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에 동일 길
이를 갖는 개선된 형상의 리어디퓨져가 장착되고 AAF가 다 닫힌 경우
이다.
이 두 경우에 요소별 주행저항(drag) 값을 비교해 보면 AAF를 다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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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에 개선된 형상의 리어디퓨져를 장착하면서 차
량표면과 언더커버 그리고 엔진룸 부품들에서 큰 향상을 보였지만, 엔진
룸 벽면에서 큰 저하를 그리고 바퀴에서는 비교적 큰 저하를 보였다. 그
러나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은 세 가지 아이템의 형상변경 전보다 약
8.1%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Ⅴ-76, 77
의 Case65의 차량 전후방 표면의 static pressure contour를 보면 세 가
지 아이템의 형상변경 전(Case54)와 비교하여 전방부는 거의 유사한 고
압의 압력분포를 가지나, 후방에는 트렁크 상단의 고압부위가 크게 증가
하면서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에 의한 압력저항(pressure drag)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Ⅴ
-78, 79의 언더커버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보면 개선된 전체-언
더커버(Case54)가 엔진룸 쪽에서는 고압 부위를 리어디퓨져 에서는 불안
정적인 그리고 강한 고압분포를 갖는다. 개선된 부분-언더커버(Case65)
의 경우 뒷바퀴 구동축 부위의 부분적인 하단부 노출로 인하여 이 부근
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압부위를 가지며 특히 뒷바퀴 전방에 큰 고압
부위를 형성한다. 특히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경우 안정적인 고압부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언더커버 부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갖는다. 언더커버 만 놓고 볼 때 리어디퓨져 형상 개선
에 의한 성능 변화와 AAF 작동 유무에 의한 엔진룸 하단과 차량 전방
의 압력분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주행저항의 감소를 보였다. 그
러나 뒷바퀴 전방에 큰 고압부위로 인하여 바퀴전체의 주행저항은 증가
하였다. 그림 Ⅴ-82∼85의 차량 하부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유선,
그림 Ⅴ-86, 87의 차량 측면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유선, 그림 Ⅴ
-88의 차량 후방 유선을 보면 차량 전방의 고압부위는 유사하나 리어디
퓨져 개선을 통하여 후방의 고압부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기존 리어디퓨져 형상(Case54)가 더 좌우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후방
압력 분포와 후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량 후방 좌우에 2개의 재순
환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형태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더 큰 재순환영역과 이에 따른 큰 저압부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전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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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저항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저압부는 그림 Ⅴ-78, 79의 리어디퓨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개선된 리어디퓨져(Case65)의
경우 차량 후방의 압력분포나 유선이 상대적으로는 비대칭적이기는 하나
작은 재순환영역을 가짐으로써 후방 전체에 더 큰 고압부위를 가지고 따
라서 전체 주행저항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Ⅴ-80, 81의 엔
진룸 벽면과 엔진룸 부품의 경우 Case44, 58과 동일한 유동특성을 갖는
다.
표 Ⅴ-12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와 개선된 리어디퓨져에
따른 공력특성 (AAF Mode 차이 포함)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37.373
개선
언더커버
45.288
개선
전체표면
3154.305
개선
엔진룸 벽면
-1264.179
54
엔진룸 부품
187.999
개선
엔진룸
전체
-1306.542
65
앞 바퀴
-4.053
뒷 바퀴
-99.073
바퀴 전체
-33.996
전체 주행저항
8.099
개선

그림 Ⅴ-76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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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7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78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1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7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2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0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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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1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우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그림 Ⅴ-82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435 mm)

그림 Ⅴ-83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지상
4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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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Ⅴ-85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지상 330
mm)

147

그림 Ⅴ-86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4,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Ⅴ-87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5,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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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8 차량 후방 유선 (상 : 동일길이 개선전 리어디퓨져, Case54
/ 하 : 동일길이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5)
6) 최저성능과 최고성능을 가지는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Case61과 Case58은 둘 다 개선된 형상의 리어디퓨져로 동일 형상을
갖지만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 AAF 작동 모드 그리고 언더커버 형상은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Case61은 길이 400 mm의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장착한 경우이며, Case58은 길이 350 mm의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장착
하였다.
이 두 경우에 요소별 주행저항(drag) 값을 비교해 보면 차량표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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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엔진룸 전체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바퀴에서의 차이
가 전체 주행저항 차이로 이어졌다.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길이에 따른
최저와 최고의 성능차이는 전체 주행저항의 약 4.7% 차이를 보였다. 이
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Ⅴ-89, 90의 두 Case의 차량 전후방 표
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보면, 최고성능을 보이는 리어디퓨져 길이
(Case58)의 경우가 트렁크 상단의 고압부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차량
전체의 전후방 압력차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압력저항(pressure
drag)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Ⅴ-92, 93의 엔진룸 전체의 공력특성은 동
일한 조건이기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 Ⅴ-91의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보면 Case61이 뒷바퀴 부분에 상대적으로 큰 고
압부위를 가지면서 바퀴와 언더커버 전체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작은 고압부위를 가지는 Case58이 언더커버와 바
퀴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저항을 가졌다. 또한 리어디퓨져 표면
의 static pressure 분포를 보면 약간의 고압부 분포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리어디퓨져 길이 변화에 따른 후류패턴 변화에 기인한다. 그림 Ⅴ-94
의 차량 후방 유선을 보면 리어디퓨져의 길이는 50 mm 차이 밖에 안
나지만, 이 차이로 인하여 Case61은 후방에 비교적 큰 2개의 재순환영역
을 형성하였고 Case58은 이러한 재순환영역을 형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후방의 재순환영역 유무와 뒷바퀴 앞부분의 고압부 형성 크기의 차이가
전체 주행저항의 차이로 이어졌다. 그림 Ⅴ-94의 차량 후방 유선에서는
리어디퓨져가 없는 경우와 개선된 리어디퓨져의 길이에 따라 성능이 최
저/최고 성능을 보일 때의 후방 유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Ⅴ-95, 96의
후류 상세 평가를 보면 Base 차량과 최고성능을 보이는 개선된 리어디
퓨져의 후류패턴을 차량중심부에서 부터 거리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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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최저성능과 최고성능을
길이에 따른 공력특성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차량표면
언더커버
전체표면
엔진룸 벽면
61
엔진룸 부품
엔진룸 전체
58
앞 바퀴
뒷 바퀴
바퀴 전체
전체 주행저항

가지는 개선된 리어디퓨져
개선율[%]
-0.005
0.246
0.148
0.013
0.992
0.021
2.148
7.354
4.641
4.674

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그림 Ⅴ-89 차량 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0 차량 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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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1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2 차량 엔진룸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그림 Ⅴ-93 차량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좌 : 최저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61 / 우 : 최고성능 개선된 리어디퓨져,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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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4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44 / 중 : Case61 / 하 :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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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5 YF SONATA Base 형상 차량(Case01)의 후류 Upwash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그림 Ⅴ-96 개선된 리어디퓨져 최고성능 길이 장착한 형상 차량(Case58)의
후류 Upwash (좌상 : 차량중심부 / 우상 : 차량중심부에서 225 mm / 좌하
: 차량중심부에서 450 mm / 우하 : 차량중심부에서 675 mm)
7) 개선된 리어디퓨져 공력특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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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리어디퓨져의 공력성능 개선은 차량 upwash
방지를 통한 차량후방의 자연스러운 압력회복과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후
류의 형성 그리고 재순환영역의 제거 혹은 최소화로 요약 할 수 있다.

5.4 리어디퓨져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 장치인 차량 하부 언더커버, 하
부 핀, 하부 디플렉터, 사이드 에어 댐, 리어디퓨져를 통하여 차량 공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표 Ⅴ-14 언더커버, 하부 핀, 하부 디플렉터, 사이드 에어 댐, 리어디퓨
져에 따른 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
비 고
Case01 0.310121
0
Base
Case04

0.297414

4.097

언더커버 선정

Case10

0.291897

5.876

하부 핀 선정

Case16

0.288330

7.027

Case36

0.290534

6.316

Case49

0.278411

10.225

Case59

0.270092

12.908

Case58

0.269515

13.094

사이드 에어 댐 선정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하부 디플렉터 선정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AAF all close Mode
실제작 차량형상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리어디퓨져(최적길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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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후방의 공력저감 장치인 리어디퓨져의 형상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개선된 전체/부분-언더커버에서 디플렉터의 유무, 개수, 형상에 대
하여 그리고 하부 핀 유무, 형상, 연결 방법에 대하여서도 공력특성 민감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3)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조건의 차량 하부와 측면의 공력저감
장치들 조합을 통하여 이들의 조합이 후류에 미치는 영향과 upwash의
평가를 하였다.
4) 차량 후류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리어디퓨져의 기본 길이를 산정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리어디퓨져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5) 개선된 전체-언더커버를 기준으로 리어디퓨져의 길이별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검증 및 주기성을 찾아내었다.
6)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반영하여 리어디퓨져의 형상을 개선하였다.
7) 실제 주행조건을 고려(리어디퓨져와 능동형 에어 플랩의 작동 로직
을 일부 반영)하여 해석을 하였다.
8) 형상변화와 추가 공력저감장치 추가로 인하여 바뀐 유동패턴을 고
려하여, 고정길이의 개선된 리어디퓨져에서 개선된 전체/부분-언더커버
와 디플렉터 개수의 조합을 통하여 최적 조합을 평가하였다.
9) 최적 조합 조건인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와 디플렉터 개수 그리고
리어디퓨져의 변경된 최적 위치를 바탕으로 리어디퓨져 길이별로 공력특
성을 파악하였다.
10)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의 공력저감장치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
여 이들의 상호작용과 공력특성(aerodynamic characteristic) 변화 그리
고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CD)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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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차량 전방 유동제어 및 공력저감장치
6.1 Active Air Flap (AAF) 원리
에어 플랩 혹은 에어 shutter로 불리는 이 장치는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엔진의 warm-up 시 엔진룸을 밀폐하여 웜-업 시간을 단축하며,
고속주행 시 엔진룸 내부로 들어오는 필요이상의 유동을 차단하여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공력저감장치이다. 그림 Ⅵ-1의 좌측과 같은 플랩
형상으로 엔진룸 내부의 라디에이터 앞에 설치되어 공기를 차단하는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차량 주행 시 전방부 그릴에서부
터 에어 플랩에 이르는 공간은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그림 Ⅵ-1의 우측과 같이 차량 전방 그릴에서 플랩이 닫
히는 방법으로 형상과 위치를 변경하여 공력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능
동형 에어 플랩(Active Air Flap, AAF)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현재 다양
한 실험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24, 26, 69]. 액티브 에어 플랩의 개발
에는 기존 에어 플랩의 분석 및 개선안 도출(그림 Ⅵ-1), 개선안 적용한
CFD 해석, 개념설계(그림 Ⅵ-2), 실험 및 각종 평가(그림 Ⅵ-3), 수정 및
상세설계(그림 Ⅵ-4), 컨셉 적용(그림 Ⅵ-5)의 과정이 수행되었다.
차량이 고속주행 시에 충분하게 냉각수나 엔진오일의 냉각상태를 유지
할 때, 엔진 웜-업(겨울철 시동) 시 등의 엔진룸 개방이 불필요한 경우
에 액티브 에어 플랩은 작동하게 된다. 작동 방식은 리어디퓨져 작동과
동일하게 on/off 제어가 현재 단계로써, 리어디퓨져와 함께 작동 하도록
제어로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AAF를 상하단 개방/밀폐, 상단 밀폐,
하단 밀폐로 4가지 동작 모드 별로 제어 한다면 주행상황에 맞게 더욱
정밀한 유동 컨트롤과 최상의 주행저항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AAF의 작동모드 별로 엔진룸 내부 및 차량 전체의 주행저항에 미치는
영향, 유동제어 효과 등의 평가는 미미한 상황으로 정밀한 제어로직 반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해석을 통하여 이
157

러한 AAF의 동작모드 별 주행저항 저감 및 유동특성을 살펴보고 해석
결과를 제어로직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여, 주행상황에 맞게 보다 능동
적으로 주행저항 저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Ⅵ-1 기존 Air Flap (Air Shutter, 우)과 개선한 형상의 Active Air
Flap(좌)의 개념도

그림 Ⅵ-2 차량 전방 그릴에서의 에어 플랩 작동 개요도, 제작 :
TOMATO A&P, 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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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액티브 에어 플랩의 풍동 실험,
HMC [69]

그림 Ⅵ-4 액티브 에어 플랩 상세 설계, 제작 :
TOMATO A&P, 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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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액티브 에어 플랩 컨셉 적용,
Prototype, 제작 : TOMATO A&P, HMC

6.2 능동형 에어 플랩의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최상의 공력성능을 보이는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와 차량 하단, 측면,
후방의 공력저감장치들의 최적 조합으로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을 지
었다. 또한 실제작된(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와 실제작된 혹은 실제작
중인 차량 하단, 측면, 후방의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최적 조합)으로 실제
작형상 그룹을 지었다. 이러한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과 실제작형상
그룹에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 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랩 4가지 작동 모드
별 해석을 진행하였다.

6.2.1 해석 케이스들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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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표 Ⅵ-1은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의 차량 전후방, 측면, 하단의 공
력저감장치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최상의 공력성능을 보이는 개선
된 리어디퓨져 길이가 실제작형상 그룹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전면적은
모든 케이스가 2.341513 m2으로 동일하다.
표 Ⅵ-1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의 상세 구성 내
역,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Case
AAF 작동 모드
공통 적용 사항
개선된 리어디퓨져
68
AAF all open
(최상의 공력성능 길이 350 mm)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58
AAF all close
디플렉터 4개
69
AAF upper open
(앞바퀴 삼각형 형상),
하부 핀,
70
AAF under open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그림 Ⅵ-6 Case68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all ope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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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Case58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all close Mode

그림 Ⅵ-8 Case69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upper open Mode

그림 Ⅵ-9 Case70의 형상 및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AAF under open Mode
2) 실제작형상 그룹
표 Ⅵ-2는 실제작형상 그룹의 차량 전후방, 측면, 하단의 공력저감장치
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작된 리어디퓨져 길이가 최적조합의 공
력성능 그룹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전면적은 모든 케이스가 2.341513 m2
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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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의 상세 구성 내
역, 실제작형상 그룹
Case
AAF 작동 모드
공통 적용 사항
개선된 리어디퓨져
71
AAF all open
(최상의 공력성능 길이 350 mm)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59
AAF all close
디플렉터 4개
72
AAF upper open
(앞바퀴 삼각형 형상),
하부 핀,
73
AAF under open
ㄴ자형 사이드 에어 댐

6.2.2 유동해석 결과

1)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그림 Ⅵ-10 엔진룸 유동, Case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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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1 엔진룸 유동, Case58

그림 Ⅵ-12 엔진룸 유동, Cas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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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3 엔진룸 유동, Case70

그림 Ⅵ-14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68 / 우 : Case58)

그림 Ⅵ-15 차량 하부 유동 (좌 : Case69 / 우 : Cas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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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6 차량 후류 (좌 : Case68 / 우 : Case58)

그림 Ⅵ-17 차량 후류 (좌 : Case69 / 우 : Case70)

그림 Ⅵ-18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8,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19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58, 측정위치 지상 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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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0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69,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21 차량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 (Case70, 측정위치 지상 120 mm)

그림 Ⅵ-22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Ⅵ-23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58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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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4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69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그림 Ⅵ-25 뒷바퀴 측면 상세유동, Case70 (좌 : 차량중심부에서 0 mm
/ 중 : 300 mm / 우 : 500 mm)
2) 실제작형상 그룹
실제작형상 그룹의 유동해석 결과는 리어디퓨져 길이에 의한 후류를
제외하고는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과 유사한 유동패턴을 갖는다.
3) AAF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표 Ⅵ-3 AAF 작동 모드별 공력특성
주행저항 CD 개선율 양력계수 CL 개선율
Case (평균
CD) [%] (평균 CL) [%]
01 0.310121
0
8.881048
0
68 0.289873 6.529 8.777725 1.163
58 0.269515 13.094 8.692313 2.125
69 0.287706 7.228 8.767742 1.276
70 0.287985 7.138 8.723370 1.775
71 0.292162 5.791 8.766772 1.287
59 0.270092 12.908 8.704999 1.982
72 0.284696 8.198 8.762470 1.335
73 0.288949 6.827 8.732548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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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Base 차량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실제작형상
그룹

그림 Ⅵ-26 AAF 작동모드에 따른 CD 변화

그림 Ⅵ-27 AAF 작동모드에 따른 CD 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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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8 AAF 작동모드에 따른 CL

그림 Ⅵ-29 AAF 작동모드에 따른 CL 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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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AAF 작동 모드별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Pressure Viscous Total
AAF
작동
Case
Drag Drag Drag
비고
모드
[N]
[N]
[N]
all 436.183 48.463 484.645 Base 차량
01 AAF
open
all 410.692 52.901 463.593
68 AAF
open
all 376.838 52.355 429.192 최적조합의
58 AAF
close
공력성능
AAF
upper
69
402.364 52.373 454.737
그룹
open
70 AAFopenunder 405.991 52.350 458.342
all 413.725 53.747 467.472
71 AAF
open
all 379.114 51.754 430.868
59 AAF
실제작형상
close
그룹
72 AAFopenupper 401.007 52.437 453.444
73 AAFopenunder 405.878 51.785 4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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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0 AAF 작동 모드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그림 Ⅵ-31 AAF 작동 모드에 따른 전체 주행저항 구성비 변화,
실제작형상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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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해석된 케이스들은 최대공력성능을 보이는 그룹과 실제작이 이루어지
는 그룹으로 나누어 AAF 작동모드 별로 해석이 진행되었다. AAF의 작
동 모드는 차량 전방의 엔진룸 상/하단 그릴의 개폐 조합으로 총 4가지
이다. 따라서 동일 그룹에서 해석된 케이스들은 동일한 리어디퓨져 길이
및 동일한 공력저감 장치들을 장착하였고, 유일한 차이점은 AAF의 작동
모드이다.
두 그룹 다 AAF 작동 모드에 따라 엔진룸 내부는 물론 앞바퀴 일부
와 차량 하부의 유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세한 유동
해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엔진룸 유동(그림 Ⅵ-10∼13), 하부 유동(그림 Ⅵ-14, 15), 후류 유동
(그림 Ⅵ-16, 17),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Ⅵ-18∼21)을 보면 AAF
의 작동 모드에 따라 엔진룸에서 부터 밀폐되지 않은 언더커버와 앞바퀴
측면방향으로 유동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AAF의 작동 모드
에 따른 일부 유동의 변화는 차량 하부 유동에 영향을 미치며, AAF 작
동 모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행조건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후류 패턴을 가지게 한다.
엔진룸 유동(그림 Ⅵ-10∼13), 하부 유동(그림 Ⅵ-14, 15), 후류 유동
(그림 Ⅵ-16, 17),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Ⅵ-18∼21), 뒷바퀴 측면
상세 유동(그림 Ⅵ-22∼25)을 보면 부분-언더커버로 인하여 뒷바퀴 구동
축 부분은 복잡한 유동패턴을 가진다. 그러나 부분-언더커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정체압력이 발생하며 이는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 언더커
버로 인하여 가속되는 차량 하부 유동을 상쇄해 준다.
후류 유동(그림 Ⅵ-16, 17),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Ⅵ-18∼21),
뒷바퀴 측면 상세 유동(그림 Ⅵ-22∼25)의 유동을 보면 리어디퓨져에 의
하여 Upwash는 사라졌으나 AAF의 작동 모드에 따라 재순환영역이 존
재한다.
AAF의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표 Ⅵ-3과 변화 그래프(그림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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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를 보면 엔진룸으로의 유동유입을 최대한 막는 AAF를 다 닫는
경우가 제일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정주행속도 120
km/h 기준으로 AAF을 개폐 할 때, 공력성능 향상은 두 그룹이 동일한
경향성을 가진다. AAF를 다 닫는 경우, 상단 AAF만 여는 경우, 하단
AAF만 여는 경우, 모두 다 여는 경우 순으로 공력성능은 향상되며
AAF를 다 열었을 경우에도 다른 공력저감 장치들의 장착으로 인하여
Base 대비 6% 내외의 전체 주행저항(CD)의 개선을 보인다. 전체 주행저
항(CD)과 양력(CL)의 개선율(그림 Ⅵ-27, 29)은 대체적으로 비례하나
AAF의 상/하단 개폐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하단의
AAF 만을 개방하는 것이 주행저항 측면에서는 상단만 개방하는 경우보
다 손해를 보지만, 양력 측면에서는 나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엔진룸 유
동(그림 Ⅵ-10∼13)을 보면 AAF의 상단만 개방한 경우 엔진룸 내부를
거쳐서 언더커버나 앞바퀴 측면으로 흐르는 유동이 차량하부의 안정적인
유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주행저항(CD)도 증가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나, 엔진룸 내부의 정체압 형성과 팬과 라디에이터의 위치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AAF 상단은 엔진룸 내부로의 유입 유량이
하단보다는 적어 주행저항은 작게 나온다. AAF의 하단 개방의 엔진룸
유동을 보면, 엔진룸 내부까지 깊숙히 들어가지 않고 빠른 차량하부의
유동(저압부)으로 인하여 다시 빨려나가는 유동 패턴을 가진다. 즉, 차량
하부의 유동을 깨지는 않기에 상대적으로 향상된 CL을 보이나 엔진룸으
로의 유입유량이 많기에 더 큰 주행저항으로 작용한다. 엔진룸에 작용한
힘을 측정해 보면 AAF 상단만 개방한 경우 약 4000 N, 하단만 개방한
경우 약 5700 N의 수평방향 힘(주행저항)이 작용하였다.
하부 유동(그림 Ⅵ-14, 15), 후류 유동(그림 Ⅵ-16, 17), 측면 및 하부
상세유동(그림 Ⅵ-18∼21)을 보면, 리어디퓨져와 마찬가지로 재순환영역
혹은 후류가 좌우 대칭을 이루어 안정적일 수록 낮은 전체 주행저항(CD)
값을 갖는다.
표 Ⅵ-4와 그림 Ⅵ-30, 31의 AAF 작동 모드별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의 구성변화를 보면 점성저항(viscous drag)은 거의 동일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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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은 압력저항(pressure drag)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2.3 AAF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 (요소별 주행저항)

1)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의 Case68과 58은 AAF 전체 개폐의 작동
모드에 차이가 있고 제일 나은 공력성능을 보인 길이 350 mm의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갖는다.
이 두 경우에 표 Ⅵ-5의 요소 별 주행저항 값을 비교해 보면 AAF를
다 닫은 경우(Case58)이 차량표면에서 큰 공력성능 향상을 언더커버와
엔진룸 부품들에서 공력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엔진룸 벽면에서 큰 저하
를 그리고 바퀴에서는 저하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은 상/하단 전체의 AAF의 작동으로 작동전보다 약 7.4%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상세한 유동 해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Ⅵ-32, 33을 보면 AAF를 다 닫은 경우(Case58)의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contour)를 보면 닫기 전(Case68)보다 후방의
고압부위가 다소 증가하였고 전방은 유사하다. 후방의 고압부위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량 전후방의 압력차에 의한 압력저항(pressure drag)이 크
게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Ⅵ-36, 37의 언더커버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보면 AAF
를 다 닫은 경우가 뒷바퀴 전방에 큰 고압부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바퀴 만 놓고 볼 때 압력저항의 증가로 바퀴부분의 주행저항이 증가하였
다. AAF를 다 닫은 경우가 차량 표면과 마찬가지로 언더커버의 끝단 리
어디퓨져에서도 안정적인 고압부위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압력 분포가
언더커버의 주행저항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Ⅵ-44, 45의 차량 하부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및 유선, 그림
Ⅵ-48, 49의 차량 측면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및 유선, 그림 Ⅵ-52의
차량 후방 유선을 보면 차량 전방의 고압부위는 유사하나 AAF를 다 닫
은 경우의 후방 고압부가 크게 증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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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차량 후방의 비대칭적이던 유선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인 압력분포가
대칭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Ⅵ-40, 41의 엔진룸 벽면의 경우 AAF를 다 열 경우 차량 전방
그릴을 통해 유입된 유동으로 인하여 그림과 같이 그릴과 엔진룸 전방에
고압부가 형성되게 된다. 이 고압부를 형성하는 유입 유량은 차량 운행
속도의 제곱 텀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의 유입은 엔
진룸 전방에 존재하는 팬과 라디에이터로 인하여 압력상승과 강하를 겪
기 때문에 운행속도에 비례하여 엔진룸 내부까지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엔진룸 내부를 가득 채운 부품들로 인하여 엔진룸 벽면에 직접
적으로 충돌하는 유량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행조건에 해당하
는 AAF 모두 개방의 경우 엔진룸 내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압력
저항을 가지게 되며, 엔진룸 벽면의 경우 그림과 같이 대기압과 큰 차이
가 없는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를 그림 Ⅵ-40(gauge pressure 기준)
과 같이 갖게 된다. 그러나 AAF를 다 닫은 Case58의 경우(그림 Ⅵ-41)
에는 엔진룸 하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입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엔
진룸 전체가 상대적으로 큰 저압부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차
량 외부압력과의 압력차에 의한 압력저항으로 작용(차량 진행방향의 반
대방향 성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엔진룸의 상대적인 압력저항 증가는
요소별 주행저항 분석표에서 엔진룸 벽면의 주행저항 증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Ⅵ-40, 41의 엔진룸 내부 부품의 경우 AAF 개방 시 직접적으로
충돌하던 유입 유동이 사라지면서 그림 Ⅵ-40과 같이 고압을 유지하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Case68)이 그림 Ⅵ-41과 같이 전반적으로 저
압의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AAF 모두 닫는 작동, Case58)로 변화하
였으며, 상대적으로 감소된 압력저항 만큼 주행저항도 감소 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은 약 7.4% 향상된 결과를 보
였다.
표 Ⅵ-6의 AAF의 상단만 개방한 경우(Case69)와 표 Ⅵ-7의 AA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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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만 개방한 경우(Case70)은 AAF를 다 닫은 경우(Case58)과 각각 요
소 별 주행저항 값을 비교해 보면 값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위의 경
향과 일치한다.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은 각각 약 5.6%, 약 6.4% 향
상된 결과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AAF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
다.
- AAF의 작동 모드에 따라 차량표면과 엔진룸 벽면이 받는 압력저항
값은 거의 비슷하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여서 상쇄된다. 즉, 엔진룸
부품이 받는 압력저항이 줄어서 전체 공력성능은 향상된다.
- AAF 작동으로 인하여 엔진룸으로 못 들어간 유량은 차량하부의 바
퀴부분에 특히, 뒷바퀴에 더 많이 충돌하면서 바퀴에 압력저항을 증
가시킨다. 그러나 압력저항 증감분 전체를 따지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주행저항은 감소된다. 따라서 뒷바퀴 디플렉터 최적형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5 AAF all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152.057
개선
언더커버
0.182
개선
전체표면
7503.538
개선
엔진룸 벽면
-1746.585
68
엔진룸 부품
187.852
개선
엔진룸 전체
-1830.177
58
앞 바퀴
-7.691
뒷 바퀴
-29.522
바퀴 전체
-16.854
전체 주행저항
7.42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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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AAF upper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소
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56.034
개선
언더커버
0.145
개선
전체표면
142.534
개선
엔진룸 벽면
-128.932
69
엔진룸 부품
118.462
개선
엔진룸
전체
-129.020
58
앞 바퀴
-11.806
뒷 바퀴
-22.582
바퀴 전체
-16.574
전체 주행저항
5.617
개선
표 Ⅵ-7 AAF under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소
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32.454
개선
언더커버
0.130
개선
전체표면
66.994
개선
엔진룸 벽면
-62.234
70
엔진룸 부품
60.820
개선
엔진룸 전체
-62.246
58
앞 바퀴
0.844
개선
뒷 바퀴
-19.140
바퀴 전체
-7.549
전체 주행저항
6.36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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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2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33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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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4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그림 Ⅵ-35 차량 전후방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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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6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37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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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8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그림 Ⅵ-39 차량 하부 언더커버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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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0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8

그림 Ⅵ-41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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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2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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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3 차량 엔진룸 / 엔진룸 부품 표면 static pressure 분포,
Cas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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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4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8,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5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지상 3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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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6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9, 측정위치 지상 330
mm)

그림 Ⅵ-47 차량 하부 압력분포 및 유선 (Case70, 측정위치 지상 3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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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8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8,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49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58,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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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0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69,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그림 Ⅵ-51 차량 측면 압력분포 및 유선 (Case70, 측정위치 차량중심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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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2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68 / 하
: Case58)

그림 Ⅵ-53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69 / 하
: Cas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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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작형상 그룹
실제작형상 그룹은 AAF 상/하단 개폐의 작동 모드에 차이가 있고 실
제 제작을 하는 길이 380 mm의 개선된 리어디퓨져를 갖는다. 다른 그룹
과 리어디퓨져의 형상은 동일하고 길이만 차이 난다.
표 Ⅵ-8의 AAF를 다 닫은 경우(Case59)와 다 개방한 AAF 작동 모드
(Case71)의 요소 별 주행저항 값을 비교해 보면 값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의 경향과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동일
한 유동패턴과 요소 별 주행저항을 형성한다. 그러나 (개선된 리어디퓨
져가 포함된) 개선된 부분-언더커버와 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바
퀴부분에서 경향성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간의 값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리어디퓨져의 길이에 따른 성능차이에서 기인되었다.
표 Ⅵ-8 AAF all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소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실제작형상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152.007
개선
언더커버
0.189
개선
전체표면
7508.595
개선
엔진룸 벽면
-1740.871
71
엔진룸 부품
183.238
개선
엔진룸 전체
-1823.017
59
앞 바퀴
-5.709
뒷 바퀴
-22.859
바퀴 전체
-12.875
전체 주행저항
7.8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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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AAF upper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소
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실제작형상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56.003
개선
언더커버
0.094
개선
전체표면
142.255
개선
엔진룸 벽면
-128.863
72
엔진룸 부품
114.911
개선
엔진룸
전체
-128.979
59
앞 바퀴
-15.069
뒷 바퀴
-12.705
바퀴 전체
-13.982
전체 주행저항
4.979
개선
표 Ⅵ-10 AAF under open / all close 작동 모드에 따른 요
소별 주행저항 개선율 비교 (실제작형상 그룹)
Case 주행저항 측정위치 개선율[%]
비고
차량표면
32.543
개선
언더커버
0.062
개선
전체표면
67.115
개선
엔진룸 벽면
-62.008
73
엔진룸 부품
29.685
개선
엔진룸 전체
-62.323
59
앞 바퀴
-12.454
뒷 바퀴
-6.549
바퀴 전체
-9.689
전체 주행저항
5.855
개선

192

그림 Ⅵ-54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71 / 하
: Case59)

그림 Ⅵ-55 차량 후방 유선 (상 : Case72 / 하
: Cas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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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동해석 결과 및 기존연구와 비교
기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수행한 AAF의 풍동실험 결과를 보면, 실
험은 Base 차량에 AAF만 적용되었기에 본 연구 결과와 큰 개선율 차이
를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표 Ⅵ-5∼7, 8∼10과 같이 AAF all
close, under open, upper open, all open Mode 순으로 전체 주행저항 저
감에 기여한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under open, upper open의 경향성이
반대로 나타난다. 기존 주행속도별 AAF Mode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개
선율은 작지만 경향성은 본 연구와 잘 일치한다. 개선율의 차이는 공력
저감장치들의 적용 차이에 의한 형상적인 차이가 가장 크며 전반적인 전
산해석기법은 일치한다.
표 Ⅵ-11 AAF 적용한 모델의 풍동 실험 결과, HMC [69]
Case(AAF Mode)
CD
개선율 [%]
Base
기준
Under open
0.008 저감
2.6
Upper open
0.014 저감
4.5
All close
0.022 저감
7.1
기존 내장형
0.018 저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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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기존 주행속도별 AAF Mode 연구 결과, AAF 적용 YF
SONATA 차량(비교적 단순형상)의 전산해석 결과 [28]
Case
CD
개선율[%]
(AAF Mode) 주행속도[km/h]
YF 실차 Base
120
0.310
60
0.311
전체개방
90
0.309
(해석 Base)
120
0.304
60
0.302
2.813
하단밀폐
90
0.301
2.463
upper open
120
0.294
3.188
60
0.306
1.699
상단밀폐
90
0.303
1.973
under open
120
0.291
4.154
60
0.303
2.536
전체밀폐
90
0.300
2.726
120
0.290
4.382

6.4 능동형 에어 플랩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상의 공력성능을 보이는 개선된 리어디퓨져 길이와
차량 하단, 측면, 후방의 공력저감장치들의 최적조합 공력성능 그룹과 실
제작된 혹은 실제작 중인 차량 하단, 측면, 후방의 공력저감장치들 조합
(최적 조합)으로 실제작형상 그룹을 만들고,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 장치
인 능동형 에어 플랩 4가지 작동 모드 별 해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차량 전후방, 하단,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의 상호작용과 공력특성을 확
인하였다.
AAF 작동 모드에 따른 공력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 AAF 작동모드에 따른 주행저항 저감은 크게 감소한 차량표면의 주
행저항과 크게 증가한 엔진룸 벽면의 상대적인 주행저항을 상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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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엔진룸 내부 부품의 주행저항 감소에 있다.
표Ⅵ-13 언더커버, 하부핀, 하부디플렉터, 사이드에어댐, 리어디퓨져에따른개선율
구분
CD 개선율 [%]
비 고
Case01 0.310121
0
Base
Case04 0.297414
4.097
언더커버 선정
Case10 0.291897
5.876
하부 핀 선정
Case16 0.288330
7.027
사이드 에어 댐 선정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Case36 0.290534
6.316
하부 디플렉터 선정
(개선된 전체-언더커버)
Case49 0.278411 10.225
AAF all close Mode
Case59 0.270092 12.908
실제작 차량형상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Case58 0.269515 13.094
최적조합 공력성능 그룹
1)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 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랩의 작동모드별 차량
주행저항 저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에어 플랩을 차량 전방 그릴에서 플랩이
닫히는 방법으로 형상과 위치를 변경하여 공력성능을 향상시켰다.
3) 최적조합의 공력성능 그룹의 전체 주행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4) 실제작형상 그룹의 전체 주행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5)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의 공력저감장치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이들의 상호작용과 공력특성(aerodynamic characteristic) 변화 그리고
전체 주행저항(total drag, CD)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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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결론
7.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단형 자동차 주행저항 저감을 위하여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Equation과 약 1,100∼1,500만개의 형상격자를 가지고 전
산해석을 통하여 차량 전후방, 측면, 하부의 공력저감장치들의 개발과 형
상 매개변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120 km/h의 동일 운행속도 및 운행
조건을 가지는 3차원 형상의 자동차 모델에 아래와 같은 공력저감장치들
의 높이, 길이, 각도, 형상, 조합 등을 변화해 가면서 자동차 전체의 공력
저항의 변화와 영향도 등을 연구하였다.
1) 언더커버 형상 개선
차량 하부의 공력저감장치 연구에서는 복잡한 차량 하부를 단순화 시
키는 기존 언더커버 기능에 하부 유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형상적인 변화
를 제안하였고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4.1%의 공력저항을 저감하였다.
2) 언더커버 하부 핀 개발
언더커버 전체에 장착하는 하부 핀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러한 하부
핀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1.8%의 공력저항을 저감하였다.
3) 사이드 에어 댐 개발
차량 측면의 공력저감장치 연구에서는 차량측면과 하부의 유동충돌 및
섞임을 방지하도록 측면 유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사이드 에어 댐을 최초
로 제안하였고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1.3%의 공력저항을 저감하였다.
4) 리어디퓨져 개선
차량 후방의 공력저감장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공력
저감장치인 리어디퓨져의 보완점을 파악하여 형상을 개선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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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상 대비 약 2.2%의 공력저항을 저감하였다.
5) 능동형 에어 플랩 개선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장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공력
저감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랩의 보완점을 파악하여 형상과 장착 위치를
개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존 on/off 작동보다 향
상된 상세 작동 모드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3.5%
의 공력저항을 저감하였다.
이러한 차량 전방, 후방, 하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의 형상 매개변
수 연구와 최적조합 민감도 평가를 통하여 전체 공력저감 장치들의 복합
적인 상호작용과 성능향상에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부분-언더커버, 모이는 형상의 하부 핀, ㄴ자형 사이드 에어댐,
삼각형 형상의 하부 디플렉터, 개선된 리어디퓨져, 능동형 에어 플랩을
통하여 최적조합을 이루는 최상공력성능 그룹은 기본형상 대비 약
13.1%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실제작형상 그룹은 기본형상 대비 약
12.9%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약 13.1%의 공력성
능 향상 결과는 약 2.62%의 연비향상과 약 2.62%의 CO2 발생량 저감
그리고 차체무게 약 8.18%의 경량화 결과로 환산할 수 있다.

7.2 Future Work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과 향후 추가연구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 전방, 후방, 하단, 측면 공력저감장치들의 형상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 하부 핀, 디플렉터, ㄴ자형 사이드 에어댐 형상, 리어디퓨져의 위
치 및 각도 등
② 차량 후방 공력저감장치인 리어디퓨져의 경우, 차량 후방의 형상최
적화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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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디퓨져로 인하여 바뀐 후류 패턴을 고려하여 Trunk rear
edge kick-up의 길이나 각도 등의 형상 변화, Side rear edge 형
상 변형으로 차량 후방의 상단과 측면도 함께 유동개선이 필요
③ 차량 바퀴에 대한 공력저감장치 적용 연구 및 유동제어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 AAF 작동으로 인하여 엔진룸으로 못 들어간 유량이 차량하부
의 뒷바퀴에 더 많이 충돌하면서 바퀴에 압력저항을 증가시킴,
뒷바퀴 디플렉터 형상최적화 연구, 휠-커버, 휠-아치 커버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④ 차량 후방 공력저감장치인 리어디퓨져로 인한 양력증가를 배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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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Case
001
002
003
00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해석 상세 내용

YF 그릴 + 하부구조 생략한 기존형상 (완전평면 바닥) +
속도 120 + 도메인 5배 + Steady
YF 그릴 + 하부구조 생략한 기존형상 (완전평면 바닥) +
속도 120 + 도메인 5배 + Unsteady
YF 그릴 + 하부구조 생략한 기존형상 (완전평면 바닥)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 Steady
YF 그릴 + 하부구조 생략한 기존형상 (완전평면 바닥)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 Unsteady
AAF 그릴 all open + 하부구조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 Steady
AAF 그릴 all open + 하부구조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 Unsteady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안막음)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막음,
ㄷ자형 폐쇄 )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막음,
ㄷ자형+Taper 줘서 폐쇄 )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Fin 설치 (일직선 형상, 두께5cm) + 높이
max(최저지상고, 전방7.8cm 후방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Fin 설치 (퍼지는 형상, 두께5cm) + 높이
max(최저지상고, 전방7.8cm 후방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Fin 설치 (모이는 형상, 두께5cm) + 높이
max(최저지상고, 전방7.8cm 후방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선택됨 Fin 설치 (모이는 형상, 두께2cm) +
높이 max(최저지상고, 전방7.8cm 후방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선택됨 Fin 설치 (모이는 형상, 두께2cm) +
높이 min(3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
언더커버에 선택됨 Fin 설치 (중앙Fin제거, 후방Fin만 존재,
두께2cm) + max(5cm, 후방이라 길게못함)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그릴allopen + FullUndercover(중앙부ㄷ자형NOFin) +
일직선형상 SideAirDam + 높이8cm(지상으로부터12cm,
최저지상고, 높이MAX) + 속도120 +
도메인10배(SideAirDam효과만)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형상 Side Air Dam
+ 높이 2cm(지상으로부터 1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형상 Side Air
Dam + 높이 5cm(지상으로부터 1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형상 Side Air
Dam + 높이 8cm(지상으로부터 12cm, 최저지상고,
높이MAX)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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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0.3147
1468
0.3042
64111
0.2995
27722
0.2992
45269
0.3101
21262
0.3237
48829
0.2974
13575
0.2974
14182
0.2980
31188

개선
율[%]
N/A
N/A
N/A
N/A

0
-4.394
270538
4.0976
51045
4.0974
55123
3.8984
98736

CL

개선
율[%]

N/A N/A
N/A N/A
N/A N/A
N/A N/A
8.8810
0
47766
8.8945 -0.152
96577 558701
N/A N/A
N/A N/A
N/A N/A

0.3042 1.8870
69157 37592

N/A

N/A

0.2999 3.2696
81255 90914

N/A

N/A

0.2999 3.2828
40428 55955

N/A

N/A

0.3026 2.4091
4988 8094

N/A

N/A

0.2918 5.8763
9732 9214

N/A

N/A

0.3010 2.9102
96011 32792

N/A

N/A

0.2924 5.6828 8.7968 0.9476
97485 66415 88669 25766
0.2958 4.5955 8.7898 1.0270
69499 45203 34552 54651
0.2923 5.7456 8.7907 1.0169
02653 90992 35845 06156
0.2893 6.6830 8.7800 1.1370
9578 2524 6493 59936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 + 선택높이 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M형 각진 Side Air Dam
+ 선택높이 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아치형 Side Air Dam +
선택높이 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NO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높이3, 길이
full, 각도 90도)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높이4, 길이
full, 각도 90도)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높이5, 길이
full, 각도 90도)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0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8)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1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14)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2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21)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3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30)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4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43)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55도 / 각도따라 언더커버 길어짐 약64)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NO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80도)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9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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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3 7.0265 8.7760 1.1819
30365 72954 81775 09996
0.2916 5.9616 8.7860 1.0693
32885 60502 741 97085
0.2925 5.6637 8.7888 1.0382
5668 7863 39229 61922
0.3122 -0.676 8.8562 0.2796
20302 845056 14569 20122
0.3068 1.0601 8.8555 0.2866
33454 68467 89592 57331
0.3085 0.5038 8.8136 0.7593
58635 75967 06082 88818
0.3135 -1.115 8.8220 0.6638
79242 041331 92013 37806
0.3045 1.7832 8.8250 0.6309
91107 23522 16729 05705
0.3033 2.1789 8.8315 0.5572
63826 65781 6057 22491
0.3019 2.6453 8.8172 0.7179
17523 32695 85394 60021
0.2982 3.8216 8.8071 0.8317
69578 2884 82036 23146
0.2965 4.3873 8.8021 0.8880
15099 68511 83467 067
0.2940 5.1967 8.8037 0.8700
05105 27665 78869 42575
0.2909 6.1684 8.7570 1.3957
91708 11113 9163 37744
0.3145 -1.423 8.7705 1.2446
36647 760829 05819 9487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0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2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3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5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
디플렉터(선택높이3, 길이 full, 각도 16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10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12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13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15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뒷바퀴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165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각도만 변함, 길이는 유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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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 -3.161 8.7837 1.0956
2638 704577 4095 68204
0.3146 -1.454 8.7797 1.1407
31057 203733 41191 05218
0.3141 -1.306 8.7705 1.2447
71914 150887 01477 43769
0.3079 0.6840 8.7581 1.3836
99987 14785 65269 48643
0.2999 3.2674 8.7305 1.6942
88246 36672 8182 36427
0.2905 6.3159 8.7487 1.4892
34034 89948 88014 3591
0.2930 5.5018 8.7527 1.4440
58766 78661 97826 85687
0.2940 5.1858 8.7636 1.3222
3895 13987 20816 19557
0.2972 4.1521 8.7650 1.3057
44495 71498 86301 18287
0.2994 3.4455 8.7728 1.2179
35732 97376 83977 16979
0.2911 6.1143 8.7621 1.3386
59367 48671 6107 56197
0.2948 4.9213 8.7648 1.3083
59048 69882 52243 53765
0.2988 3.6262 8.7733 1.2122
7546 59678 91512 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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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90도) + 속도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속도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속도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뒷바퀴 2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NO디플렉터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속도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뒷바퀴 2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NO디플렉터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50cm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5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60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4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40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Full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앞부분만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길이 35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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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90 3.5835 8.7514 1.4594
07969 31437 317 68182
0.2999 3.2914 8.7630 1.3285
13698 75178 62172 09842
0.2980 3.8801 8.7609 1.3520
88195 16753 68487 84605
0.2982 3.8168 8.7692 1.2582
84416 44494 99272 80516
0.2964 4.4189 8.7524 1.4476
17305 02831 8255 35681
0.2784 10.225 8.6795 2.2694
10842 1678 0026 11353
0.2857 7.8598 8.6979 2.0616
46048 97708 48509 8531
0.2786 10.133 8.6806 2.2567
95305 44151 25135 45333
0.2983 3.7894 8.8221 0.6629
694 41014 7058 53147
0.2978 3.9439 8.8225 0.6584
90121 86435 73526 16002
0.2937 5.2688 8.8157 0.7350
81586 02147 70794 14309
0.2941 5.1638 8.8086 0.8152
0695 87034 45304 46844
0.2945 5.0265 8.8021 0.8884
32932 27166 4014 94554
0.2976 4.0111 8.8050 0.8559
8174
8
28831 6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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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 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 디퓨져(길이3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38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검증형상,
재순환 영역 깨기위한 트임부위 막음)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40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4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50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5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60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6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70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3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3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120+ 도메인10배
AAF 그릴 upper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3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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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5 13.093 8.6923 2.1251
14705 76745 13315 37212
0.2700 12.907 8.7049 1.9823
91606 74329 98716 00456
0.2789 10.062 8.7142 1.8777
16398 14926 8563 30431
0.2837 8.4900 8.7574 1.3912
91929 12252 8579 99537
0.2751 11.267 8.7113 1.9110
77683 71472 26138 54111
0.2759 11.015 8.7198 1.8151
59158 72446 4696 1022
0.2736 11.765 8.7106 1.9184
34543 30705 70623 35161
0.2701 12.883 8.7117 1.9068
66796 49774 02938 11364
0.2737 11.741 8.7135 1.8861
09888 01181 33688 97248
0.2792 9.9403 8.7317 1.6811
9397 99472 43641 54399
0.2898 6.5292 8.7777 1.1634
72699 40391 24608 11801
0.2695 13.093 8.6923 2.1251
14705 76745 13315 37212
0.2877 7.2279 8.7677 1.2758
05875 42639 42271 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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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 그릴 under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길이35cm, 개선된 실제작
형상기준) + 속도 120+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120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upper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under open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 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
120 + 도메인 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부분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뒷바퀴2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120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전체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뒷바퀴2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120 +도메인10배
AAF 그릴 all Close + 개선된 전체 Undercover(중앙부
ㄷ자형 with Fin 모이는형상 두께2 높이3) + 일직선 ㄴ자형
Side Air Dam(높이8) + 바퀴4개 디플렉터(선택높이3, 각도
90도) + 리어디퓨져 개선된 형상(길이38cm) + 속도120
+도메인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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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79 7.1380 8.7233 1.7754
848 01916 69547 46129
0.2921 5.7910 8.7667 1.2867
61868 87529 71584 42123
0.2700 12.907 8.7049 1.9823
91606 74329 98716 00456
0.2846 8.1983 8.7624 1.3351
96464 4082 70189 75536
0.2889 6.8271 8.7325 1.6720
48729 78846 4844 92413
0.2771 10.617 8.7142 1.8780
93751 62453 56509 58325
0.2826 8.8469 8.7289 1.7125
85113 09877 52929 77624
0.2764 10.867 8.7163 1.8546
18247 68925 32793 79509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development and shape parametric stud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f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s installed in the front and rear and under vehicle for
aerodynamic drag reduction of sedan type vehicles. CFD analysis
considered that the three-dimensional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 and a shape grid of 11 million to 15 million cell based
mesh. For the basic shape, sedans that were generally in sale were
chosen, and the analysis of aerodynamic effect included under body
and internal engine room, using CFD. An undercover include facility
of flow control was developed and then three different shapes of the
installed undercover were examined to figure out altered aerodynamic
effect from the basic shape in compliance with minimum ground
clearance, and then undercover shape having the greatest aerodynamic
effect was chosen. Based on this, under fin, as one of the other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s, was first developed and
examined by height, thickness, installed site, and shape in compliance
with minimum ground clearance to figure out the aerodynamic effect.
In shape parametric study of car undercover, the result of
aerodynamic performance w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4.1% in
comparison with the basic shape; in shape parametric study of car
undercover and under fin, the result of aerodynamic performance
showed improvement by approximately 5.88% in comparison with the
basic shape. Then, side air dam,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
of under and side vehicle, was first developed and installed to be
examined the aerodynamic effect by height and shape in compliance
with minimum ground clearance, legal height limit. In shape
parametric study of car undercover, under fin, and side air da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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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aerodynamic performance w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7.03% in comparison with the basic shape. Also, sensitivity test of
aerodynamic effect that the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s of
under and side vehicle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 effect of
different combinations between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s of
under and side vehicle on wake and upwash was evaluated in
specific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 of wake, the basic length of
rear diffuser was estimated, and the shape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lengthening and shortening the basic length. On the basis
of improved full-undercover, the rear diffuser was evaluated by
different lengths; and the verification was performed and the
periodicity was found in comparison with former researches. Through
the verification, factors of the rear diffuser effect reducing were
found; the shape of rear diffuser was improved, reflecting the results.
Furthermore, operating modes of active air flap, the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 of front vehicle, were evaluated. Based on this,
complex intera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overall
aerodynamic drag reduction devices was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shape parametric studies of undercover, under fin, side air dam,
under deflector, rear diffuser, and active air flap; the result showed
that the aerodynamic performance was improved by approximately
13.1% in comparison with the bas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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