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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oise from the sunroof can be divided into the low frequency buffeting noise and the high frequency 
turbulence noise generated when a car runs at the high driving speed. The wind deflector suppresses the buffeting noise 
generation by accelerating the vortex shedding from the front edge of sunroof opening, and guides the flow direction so 
that air can pass smoothly over the sunroof opening. To reduce the buffeting noise and the high frequency noise, it is 
very important to locate a deflector in a proper position depending on the driving speed and the sunroof opening width. 
The deflector's sectional shap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efficiently reducing the buffeting and high frequency 
noise. In this paper, we determined the optimum deflector's sectional shape and examined the flow characteristics 
behind a sunroof deflector through CFD analysis with changing the deflector height, the driving speed and the sunroof 
opening width. It is found that the deflector needs to be located in the higher location to control the buffeting noise by 
shedding the higher frequency vortices to accelerating vortices from the sunroof front edge. The deflector may act as a 
new noise source at the high driving speed, then it is desirable to put the deflector at the proper height to reduce the flow 
fluctuations and the noise generation. We also made a road test to verify CFD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Key words : Sunroof(선루 ), Deflector(디 터), Buffeting noise(공동소음), Wind noise(바람소리)

Nomenclature1)

U∞ : driving speed of automobile, km/h
H : height of the sunroof wind deflector, mm
W : sunroof opening width, mm

1. 서 론

사람들의 생활수 이 향상되고 구매하는 물건들

에 해서 높은 품질 수 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동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yoon@daegu.ac.kr

차의 소음 한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한 사항이 되었다. 자동차의 소음에는 엔진에 
의한 소음, 지면과의 마찰에 의한 소음, 바람에 의한 
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의 근원이 있지만, 고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소음 의 하나로 열린 창문과 

선루 에서의 기류소음을 들 수 있다.
선루 에서의 소음은 선루 를 열고서 고속 주행

할 때 발생하는 낮은 주 수의 공동소음(buffeting 
noise, wind throb)과 고주 의 풍 음(turbulence 
noise)이 가장 큰 소음으로 꼽히고 있다. 선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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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 방의 불안정한 경계층에서 형성된 와동

(vortex)은 선루  개구부 후방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는 차량 실내로, 다른 일부는 실외로 이동
하게 된다. 와동이 선루  개구부 후방에 부딪  발

생한 압력 는 객실 내부를 가진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주기 으로 발생하여 특정 주 수의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차실 내부를 가진하는 
주 수가 차실내의 고유진동수(15~20Hz)와 일치하
는 경우, 공명 상이 발생하여 승객은 높은 강도를 

갖는 주기 인 공동소음에 노출되게 된다.1,2) 이러
한 공동소음을 이기 하여 고  선루 의 경우, 
개구부 앞쪽에 선루 가 열리면 돌출하는 디 터

(deflector)를 설치한다.
그리고 풍 음은 80km/h이상의 속도에서 주로 

발생하며, 선루  상단의 와동이 디 터나 선루

 후방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1kHz이상의 역 

성분이다. 재 디 터는 차량의 속도나 선루

의 열림량 즉 열림 치와 계없이 항상 일정한 높

이로 돌출하므로 고속주행시의 공동소음을 효과

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풍 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

다.3) 차량에서의 바람소리(wind noise)에 한 연구
는 주로 선루   뒷문의 유리를 내렸을 때 차실 내

에서 발생하는 공동소음에 한 연구와 디 터를 

이용한 공동소음 감소  풍 음 감소에 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4-7)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이용하여 차실 내 소
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 의 디 터 단면 형상

을 제안하 다. 그리고 주행속도와 선루  열림량, 
디 터 높이 변화에 따른 디 터 주  유동특

성과 기류소음과의 계를 측하여 최 의 디

터 높이를 선정하 다. 최종 으로 실차 테스트를 

통하여 CFD 해석결과로 얻은 최 의 디 터 높

이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2. 수치해석

2.1 기하학  형상  메시 생성

차량의 속도, 선루  열림량 즉 개구부 폭, 디
터 단면 형상  높이의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선

루  주 의 유동을 해석하고, 소음발생과의 연
성을 분석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

Fig. 1 Wire-frame of SUV model used in this study

Fig. 2 CFD mesh example around a sunroof wind deflector

다. 해석에 사용한 차량은 국내의 표 인 SUV
형 차량이며, Fig. 1의 3차원 자동차 모델에서 
(pseudo) 2차원 형상의 해석 역을 추출하 다.
상용 로그램인 ANSYS CFX V.11을 사용하여 

CFD 유동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 역은 가로 

10,000mm, 세로 6,000mm, 두께 10mm로 설정하
다. 선루 와 디 터 표면에 경계층을 모사하

으며, 디 터 후방에 메시(mesh)를 집 하여 정확

한 유동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좌우의 메시가 
동일한 형상을 가지도록 extrude 기법을 사용하여 
메시를 생성하 다. 생성된 메시의 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처리 과정에서 모델의 좌우를 칭조건으로 설

정하 다. 해석의 변수로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50km/h, 80km/h, 100km/h, 120km/h 로 변경하 으

며, 디 터 높이와 선루  열림량은 각각 네 단계

로 변경하 다. Fig. 3은 디 터 높이와 선루  열

림량의 정의를 나타낸 그림이다. 해석 변수  변수 
값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수치해석 기법

디 터 주  유동은 비압축성으로 가정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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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efinition of the deflector height (H) and the 
sunroof opening width (W)

Table 1 Variation of the driving speed, the sunroof opening 
width and the deflector height

1st 2nd 3rd 4th
 U∞ (km/h) 50 80 100 120
 W (mm) 100 200 300 400
 H (mm) 3.675 7.350 11.025 14.700

며, 유동 역 내에서의 온도 변화  열 달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정상상태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은 식 (1), 운동량방정
식은 식 (2)와 같다. 




   (1)




 













(2)

그리고 난류모델로는 ANSYS CFX V.11에서 제
공하는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
다. SST 모델은 난류 단응력의 달 상을 고려

한 난류모델로 유동의 박리와 역압력 구배가 존재

하는 유동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3. 선루  디 터 최  단면 선정

기존 차량에 장착된 디 터의 기본 단면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먼  디 터가 없는 경우에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공동소음과 풍 음을 효과

으로 이기 한 디 터의 기본 단면 형상을 얻

기 하여 Fig. 5에 나타낸 4가지 기본 단면 형상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5의 1은 기존 디 터 형상에서 윗면을 평

평하게 곡률(curvature)을 0으로 설정한 모델이며, 2
는 아랫면을 평평하게 변형한 모델이다. 3은 기 모

델에 비해 윗면의 곡률을 작게 설계한 모델이며, 4

Fig. 4 Basic cross sectional shape of the current sunroof 
wind deflector

         (1) Case 1                                                 (2) Case2

          (3) Case 3                                                (4) Case 4
Fig. 5 Basic cross sectional shapes of the sunroof wind 

deflector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g. 6 Velocity vectors and contours without a deflector
(U∞=80km/h, full open)

는 와 아랫면 모두를 평평하게 변형한 모델이다.
디 터 선정을 한 유동해석은 선루  열림량

과 디 터 높이가 최  (W=400mm, H=14.7mm)이
며, 주행속도 80km/h 에서 수행하 다. 네 가지 모델
에 한 속도장 벡터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은 디 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 

디 터 주 의 유동 해석 결과이다. 디 터를 

설치한 Fig. 7에 비해 큰 직경의 시계방향 와동이 실
내에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Fig. 7에 비해 
체 으로 유동의 방향이 하부로 향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로 부터 디 터는 유동의 진행방향을 상

부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Fig. 7의 결과와 같이 디 터에서 생성되는 빠

르고 작은 와동은 선루  개구부 방 모서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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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vector and contour variations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deflector shapes (U∞=80km/h, full open)

발생하는 느리고 큰 와동의 유출에 향을 미쳐 와

유출 주기의 변동을 유도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
므로 발생주기가 다른 두 와동의 간섭에 의해 압력

의 발생 주 수를 이동시킴으로써 속에서의 공

동소음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편 Fig. 7의 2와 4번 단면의 경우, 디 터 하부

에서 반시계방향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와동을 찰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한 와동은 유동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하지 않은 단면으로 단된다. 
이에 비해 디 터 윗면의 곡률을 감소시킨 1번과 
3번 단면은 디 터 주 의 유동이 상 으로 고

요하며, 유동의 박리에 의한 후류 역이 최소화됨
을 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루  개구부 방에서 

발생하는 와유출을 진시키고 효율 으로 압력

의 주기를 이동시키기 해서는 디 터에서의 와

유출주기가 무 빨라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윗면은 재보다 작은 곡률, 아랫면은 재
곡률인 3번 단면이 가장 당하다고 단된다.

4. 선루  디 터 최  치 선정

선정된 디 터 단면을 이용하여 주행 속도  

선루  열림량, 디 터 높이의 변화에 따라 Table 1
과 같이 총 64개의 경우 즉, 각 차량의 속도(50km/h, 
80km/h, 100km/h, 120km/h)에서, 선루  열림량을 4
단계(100mm, 200mm, 300mm, 400mm)로 조 한 후, 
각 열림 치에서 디 터의 높이도 4단으로 조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에서 압력  속
도, 유선(streamline) 등을 비교하여 차량속도  선
루  열림량 변화에 따라 가장 합한 디 터의 

높이를 선정하 다. 
Fig. 8은 차량의 속도가 50 km/h, 열림량 W=100 

mm 조건에서의 높이변화에 따른 유선변화를 표
한 결과이다. 와동이 발생하는 선루  개구부의 선

단 모서리와 디 터에서부터 출발하는 유선만을 

선별 으로 나타내었다. 선루  열림량이 작기 때

문에 디 터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부분의 

유동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찰된다.
Fig. 9는 속도가 50 km/h, 열림량 W=400 mm 조건

의 결과이다. 열림량이 큰 경우에는 디 터의 높

이에 따라 유선의 형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 터가 무 낮을 경우 유동이 객실 내

로 많이 유입되며, 그에 따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디 터의 높이가 3 는 4
의 치에서는 디 터의 하부에서 발생하는 반시

계방향 와동에 의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유동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찰된다. 특히, 50 km/h 에서는 공
동소음의 발생이 상되기 때문에 디 터 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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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amlines at U∞=50 km/h, W=100 mm

Fig. 9 Streamlines at U∞=50 km/h, W=400 mm

Fig. 10 Streamlines at U∞=80 km/h, W=400 mm

정체 (stagnation point)이 돌출되는 4번 높이가 더
욱 합할 것으로 단된다.
차량의 속도가 80km/h인 경우는 열림량이 작은 

경우 디 터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도 유동이 객

실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 반면, 
열림량이 커질수록 유동이 내부로 많이 유입되므로 

디 터의 높이가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Fig. 10은 열림량이 최 인 경우의 결과이다. Fig.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 터의 치가 3번 이상이 
되어야 유동이 차량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음 감효과를 기 할 수 있다.
Fig. 11은 Fig. 10과 동일한 조건인 차량의 속도 
80km/h, W=400mm에서의 속도장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디 터 1번 높이에서는 디 터 하부에 반

시계 방향의 와류가 형성되며, 실내에는 큰 시계방
향의 와류가 형성된다. 이러한 결과는 디 터가 

없는 경우인 Fig. 6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번 높이에서는 디 터 하부의 반시

계방향 와동이 약해졌으며, 3번  4번 높이에서는 
디 터 하부로 유동이 유입되어 개구부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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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locity vectors at U∞=80 km/h, W=400 mm

Fig. 12 Streamlines at U∞=100 km/h, W=400 mm

발생하는 와동과 상호작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속도 100km/h, W=400mm 조건에서의 유

선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체 인 유동은 

80km/h에서의 결과인 Fig. 10과 비슷하 으나 차량

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유선이 상부로 향하여 2번 
디 터 높이에서도 유동은 선루  를 지나감을 

알 수 있다. 4번 높이에서는 디 터의 정체 이 

상부로 돌출되어 새로운 소음원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80km/h이상의 속도에서 피하는 것
이 소음 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5. 실차 주행 시험 평가

CFD를 이용한 유동해석의 검증  실차에의 
용 검토를 하여 실차 주행 시험을 수행하 다. 실
차 주행 시험은 H자동차 주행시험장에서 실시하
으며, CFD 해석에 사용된 모델과 동일한 SUV 차량
을 이용하 다. Photo. 1에 실차테스트에 사용된 차
량  디 터 높이를 조 하는 주행시험 비과

정을 나타내었으며, Photo. 2는 차실 내부에서 간이
소음계를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

다. 실차 주행 시험은 Table 1의 해석의 경우와 동일
하게 차량의 속도, 선루  열림량, 디 터 높이의 

조합에 따라 총 64개 경우에 하여 실시하 다.
7명의 탑승객이 탑승하 으며, 2열 정 앙 자리

에서 간이소음계를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 다. 
운 자와 소음 측정자를 제외한 5명의 탑승객은 유
동소음에 한 주 인 감성테스트를 수행하 으

며, 감성테스트 결과는 소음 측정치에 한 비교 자

Photo. 1 Deflector height setup and used vehicle for r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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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Noise measurement location in the cavity

Fig. 13 Sound pressure results acquired from the road test

료로 활용하 다.
Fig. 13은 열림량 최 조건에서 측정된 소음결과

이다. 측정결과 차량의 속도 50 km/h에서는 4번 높
이, 80 km/h 와 100 km/h 에서는 3번 높이에서 최
의 소음치를 보이고 있다. 3번 높이 이상에서는 디
터에 의해 유동이 선루  상부로 하게 유

도되고 있음을 CFD 해석 결과인 Fig. 9~Fig. 12에서
도 확인하 다. 차량의 속도 50 km/h의 결과는 와유
출 주기변경과 련된 공동소음 억제효과가 높이 4
에서 가장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80km/h 
와 100km/h의 결과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디

터의 돌출에 의한 고주  소음의 증가에 따른 것

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루 를 열고 주행하 을 때 발

생하는 공력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 의 디

터 단면 형상  선루  열림량에 따르는 최 의 

디 터 높이에 한 CFD 해석  실차 주행시험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디 터의 기본 단면에서 상단면은 유동방향

의 한 유도를 하여 낮은 곡률로, 하단면은 
상단면에 비해 큰 곡률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하단면의 곡률을 증
가시켜 디 터에서 발생하는 고주  와동과 

선루  개구부 방에서 발생하는 주  와동

의 상호 간섭 상을 유도함으로써 압력  발생

주 수를 이동시킴과 동시에 속에서의 공동

소음 감소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행속도와 선루  열림량에 따른 디 터 의 

최  높이선정을 수행한 결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방향이 상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

량의 주행 속도가 높을 경우, 디 터의 높이는 

3번 높이(H=11.025mm)가 바람직함을 확인하
다. 특히, 고속에서는 디 터가 새로운 소음원

이 될 수 있으므로 디 터의 높이 선정에 주의

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속에서는 효과
인 공동소음 소음억제를 하여 디 터의 높

이를 최 치인 4번 높이(H=14.7 mm)에 치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속도

와 선루  열림량에 따라 차실내 공력소음이 최소

가 될 수 있는 치로 디 터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 되는 가변형 선루  디 터 시스템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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