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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러의 디플렉터의 유무 및 그 형상들에 따른 주위의 유동해석을 하였다. 디플렉터가 없는 
경우는 디플렉터가 있는 경우보다 컨테이너 뒤로 생기는 난류의 운동에너지도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높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여 그 항력으로 인하여 차량의 주행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트레일러의 윈드 디플렉터가 없는 모델은 디플렉터
가 있는 모델보다 트레일러 주변 유속이 불안정하고, 난류의 운동에너지도 많이 생겨서, 트레일러에 디플렉터를 설치하
므로서 그 연비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윈드 디플렉터 형상에 따른 트레일러 주위의 유동해석에 대한 연구결
과를 적용함으로서, 본 연구가 미적인 융합에 적합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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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analyses aroun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non- existence of the 
trailer's deflector and the shapes were carried out. In the absence of a deflector, the kinetic energy of 
the turbulence behind the container also generates higher kinetic energy in a wider area than in the 
presence of a deflector, which adversely affects the vehicle's driving performance. As a trailer's wind 
deflector-free model has unstable flow rates around the trailer and high kinetic energy of turbulence 
than a model with a deflector, it can be thought that the increase of fuel economy can be expected 
by installing a deflector in the trailer. By applying the study result on flow analysis near trailer due to 
shape of wind deflector, this study is seen to be suitable for the aesthetic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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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석유 등 유류가 나오지 않는 대다수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와중에 오늘날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
고 오르기 바쁘다. 이처럼 나날이 높아져 가는 기름값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일부 개인 사업
자의 경우, 본인의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박스 사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하여 연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디플렉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다[1-3]. 또한 이런 디플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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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형상도 다양하기에, 형상에 따른 주위의 유동해석
[4-10]을 통하여 이런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했을 때 공
기의 흐름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주변 
공기의 유속과 유동흐름에 대한 운동에너지를 고찰하였
다[11-15]. 본 연구 결과는 실제적으로 윈드 디플렉터 형
상에 따른 트레일러 주위의 유동을 실험하지 않고서도 
그 유속 및 운동에너지 값을 조사하는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윈드 디플렉터 형상에 따른 트레일러 주
위의 유동해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용함으로서, 본 연구
가 미적인 융합에 적합된다고 보인다[16,17].

2. 본론

2.1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디플렉터의 유무에 따른 주변의 유동해

석과 그 형상에 따른 유동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3D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디플렉터가 설치되지 않은 모델을 CATI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a)의 Normal로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플렉터의 형상을 다르게 하여 두 가지의 모델들인 (b)
와 (c) 의 Straight와 Curve로 설계하였다.

(a) Normal

(b) Straight

(c) Curve

Fig. 1. 3D models of trailer and deflector 

Table 1. Numbers of nodes and elements by models

Model Nodes Elements

Normal 8012 39473

Straight 8010 39714

Curve 8077 40008

2.2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디플렉터의 형상에 따른 유동 해석을 

통해 디플렉터의 유무와 디플렉터의 형상에 따른 유동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SYS를 사용하였
다. 이러한 유동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트레일러 주변의 공기를 계로 지정하여 이 계 내부의 유
동을 해석한다. 위 과정에서 생성한 공기 계의 Mesh를 
생성한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Mesh
를 생성하면, Table 1은 3가지 유동 모델들에 대한 
Nodes와 Elements수들을 나타낸다. 트레일러의 주행상
황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세 
모델들에 대하여 동일한 유동 조건을 주었다. 대부분의 
트레일러는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화물차
는 시속 90Km/h를 최고속도로 제한하고 있음으로, 입
구에는 90km/h의 속도를 적용하였다. 트레일러가 주행
하는 환경은 대기압에서 크게 벗어나는 환경은 거의 없
음으로 출구부엔 1 atm을 적용하고, 트레일러주변의 공
기는 25℃의 공기의 물성치를 적용함으로서 실제 트레일
러가 항속주행을 하는 상황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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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 – 90Km/h

(b) Outlet– 1atm

Fig. 2. Flow analysis conditions

3. 해석 결과

3.1 디플렉터 유무에 따른 공기 유동해석
Fig. 3을 보면, 트레일러 위로 흐르는 유속은 Normal

모델의 경우 20.734m/s의 속도가 발생하였고, Straight
모델의 경우 21.062m/s의 속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디플렉터를 장착한 트레일러의 주변 공기의 유속은 그렇
지 않은 트레일러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에서와 같이 트레일러 후면부에 생기는 난류의 유동 흐
름의 중량당 운동에너지는 Normal모델의 경우 
0.704m²/s²의 운동에너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고, 
Straight모델의 경우 0.586m²/s²의 운동에너지가 발생
하여 보다 낮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난류의 운동에너지는 항력을 발생시켜 
차량의 주행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디플렉터를 장착
한 트레일러는 연비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 Normal

(b) Straight

Fig. 3. Flow rates at the existence or non- existence of 
the trailer's deflector 

(a) Normal

(b) Straight

Fig. 4. Kinetic energies at the existence or non- 
existence of the trailer's d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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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플렉터 형상에 따른 공기 유동해석
Fig. 3과 Fig. 4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트레일러에 디

플렉터를 장착함으로서 트레일러 주변의 공기유동을 개
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형상에 변
화를 주어 형상에 따른 주변의 공기 유동이 달라질 수 있
는지와 어떠한 형상이 더 효율적인지 비교하려고 한다. 
Fig. 5는 디플렉터 형상을 가진 Straight와 Curve 모델
들의 유속의 해석결과들이다. Straight모델의 경우 
21.062m/s의 속도가 발생하고, Curve모델의 경우 
20.980m/s의 속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의 유속
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디플렉터를 장착했을 때 더 효과
적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다[7-9].

(a) Straight

(b) Curve

Fig. 5. Flow rates at shapes of trailer's deflectors 

Fig. 6은 Straight와 Curve의 해석결과 중 트레일러 
주변의 유동 흐름의 중량당 운동에너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Straight모델의 경우 트레일러 후면부
에 0.586m²/s²의 운동에너지가 발생하였고, Curve모델
의 경우 0.829m²/s²의 운동에너지가 발생하여 보다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traight

(b) Curve

Fig. 6. Kinetic energies at shapes of trailer's deflector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러의 디플렉터의 유무 및 그 형
상에 따른 주위의 유동해석을 통해서 디플렉터를 추가적
으로 설치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보여주는지
를 유동해석을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플렉터가 없는 경우는 디플렉터가 있는 경우보다 
컨테이너 뒤로 생기는 난류의 운동에너지도 더 넓
은 영역에서 더 높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여 그 
항력으로 인하여 차량의 주행성에 나쁜 영향을 미
친다.

2. 트레일러의 윈드 디플렉터가 없는 모델은 트레일러 
주변 유속이 불안정하고, 난류의 운동에너지도 많
이 발생한다. Curve모델의 경우는 디플렉터를 설
치했지만 유속은 디플렉터를 설치 않은 경우 보다 
높고 유동흐름이 빨라서 그 연비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3. 윈드 디플렉터 형상에 따른 트레일러 주위의 유동
해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용함으로서, 본 연구가 
미적인 융합에 적합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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