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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simulation was performed of flow behind a squareback car with a rear spoiler. Influence of 
the rear spoiler on drag force has been studied. A lattice Boltzmann method was utilized to portray the 
unsteady aerodynamics of wake flows. The pressure distribution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vortex 
formation mode against the rear spoiler. It was found that the separation flow at roof end and c-pillar makes 
three dimensional vortex structures and the rear spoiler increases pressure on the rear glass surface. 

기호설명 
 

∞U   차량 주행 속도 
ρ  공기밀도 

P  압력 
A  차량 전면 투영 면적 
Drag  항력  

DC   항력계수 )/2( 2AUDrag ∞= ρ  

PC  무차원 압력계수 )/2( 2
∞= UP ρ  

 

1. 서 론 

 
자동차의 공기저항에 의한 항력계수(CD) 는 연

비 및 최고속도 등의 동력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
킬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설계 및 디자인 초

기단계에서부터의 공력 성능의 예측 및 개발은 중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모델
의 성능 예측 및 시험용 차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
에서의 성능 개선에 이용되고 있는 전산해석의 방
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리어 스포일러는 후륜 양력을 개선시켜 주행안

정성을 높이고, 또한 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
표적인 부품이지만 그 형상 등이 자동차 디자인 
컨셉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1). 따라서 
각 차량의 디자인에 맞고 공기역학적으로 적합한 
형상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에 리어 스포일러 부착 

했을 때의 공력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산유체해석을 실시하였다. 스포일러 유무에 따른 
항력계수 변화를 살펴 보고, 각 조건에 대한 유동
장 및 압력장 분포를 관찰하였다. 루프 및 C 필라
에서 유동이 박리되면서 생성되는 삼차원 와류 구
조의 변화에 따라 항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
하였다. 
 

2. 해석 방법 

2.1 사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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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인 PowerFLOW 는 
lattice Boltzmann equation에 기초한 코드이기 때문
에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코드들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전통적인 
CFD 코드들이 이산화된 편미분방정식을 다루는 
반면 lattice Boltzmann equation은 이산화된 유체를 
다루면서 실제 유체의 미시적 운동에서 거시적인 
운동의 방정식을 유도해 낸다. 또한 Chapman-
Enskog Expansion을 통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2-4).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격자는 voxel 이라는 3

차원의 셀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는 각 시간 간격
에서 한 voxel 에서 다른 voxel 로 이동해 간다. 유
체 운동은 아래와 같이 이동과 충돌로 나눌 수 있
다. 임의 시간 t , 위치 xr에서 에너지  j 를 갖고 

i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체입자들을 ),( txN ji
r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이동 : )1,(),( ++→ tcxNtxN jijiji

rrr
 

      
충돌 : { }),(),(),( txNtxNtxN jijijiji

rrr
Ω+→  

      
여기서 jiΩ 는 질량, 모멘텀을 보전시켜 주는 

충돌인자이다. 입자 충돌 후 위치를 이동하면 다
음과 같은 형태의 식이 된다.  

)},({),()1,( txNtxNtcxN jijijijiji
rrr

Ω+=++
 

PowerFlow 는 이런 일련의 반복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화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  
 
Lattice Boltzmann Form : 

)},({),(),( txNtxNtttcxN jijijijiji
rrr

Ω+=∆+∆+
  

여기서 질량보존 : ∑= ji ji txNtx ),(),( rrρ  

모멘텀 보존 : ∑= ji jiji txNctxu ),(),( rrrrρ       

으로 나타낸다. 
물체 표면과 voxel 이 만나는 표면 영역은 surfel

로 처리되어 입자들을 모았다가 질량 및 모멘텀이 
보전되도록 주위 voxel로 입자들을 돌려 준다. 

 

2.2 해석 모델 
Squareback 형상을 가진 모델을 이용하였다. 해

석 시간 및 격자를 줄이기 위해 엔진룸을 제외하
여 엔진 냉각 홀을 막은 해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1 은 스포일러를 장착한 모델의 전면 모습이
다. Fig. 2 와 Fig. 3 은 기본 모델과 스포일러 장착 
모델의 루프 끝단 후면 모습이다. 해석은 현대자
동차 공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실차 풍동을 모
사하여 정의한 Digital Wind Tunnel 조건에서 실시
하였다. 

 
Fig. 1 Spoiler model : the front  

 

 
Fig. 2 Base model : the rear 

 

 
Fig. 3 Spoiler model : the rear 

 

대학기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826



 
 

3. 해석 결과 

3.1 시간에 따른 항력계수 
Fig. 4 는 시간에 따른 항력계수 변화를 그린 것
이다. 항력계수는 항력값을 차량의 주행속도 및 
전면 투영면적을 이용하여 무차원화한 값이다. 항
력계수는 난류 효과를 고려하여 비정상(unsteady) 
조건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값을 얻게 된다. 평균 항력계수 값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계산 결과 스포일러 모델이 
기본 모델에 대비하여 항력계수가 014.0=∆ DC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Time history of drag coefficient 

 
 

3.2 후면 압력 분포 
항력계수 차이의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기본 
모델 및 스포일러 모델에 대한 시간 평균의 압력
분포를 구하여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와 Fig. 6에서 적색지역은 압력이 높은 지
역, 청색지역은 압력이 낮은 지역을 나타낸다. 원
모양을 표시된 바와 같이 압력이 낮은 지역의 위
치가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ig. 5 에서의 
기본 모델 경우 압력이 낮은 지역이 리어 그래스 
양쪽으로 생성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지역
의 압력 분포는 대체로 균일하다고 관찰된다. 그
러나, Fig. 6의 리어 스포일러 모델의 경우에는 스
포일러 하단 즉 리어 그래스 상단 부위에서 압력 
회복이 많이 되어 적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에, 리어 램프 위치 및 후방 범퍼에서 낮
은 압력 지역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하게 되면 기본 모델에 대비
하여 후면 하단부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지만, 후
면 상단부의 압력의 증가량이 더 크게 되기 때문
에 항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Pressure contour of base model (rear) 

 
Fig. 6 Pressure contour of spoiler model (rear) 

 
압력 분포를 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측면
에서의 압력 분포를 Fig. 7 과 Fig. 8에 나타내었다. 
기본 모델의 경우인 Fig. 7 의 경우에는 박리가 일
어나는 루프 끝단 및 C 필라 부근에서 낮은 압력
지역이 넓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포일러 모델의 경우인 Fig. 8 에서는 스포일러 
부근에서 압력 회복이 많이 이루어 지고, 리어 그
래스의 압력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 필라 지역 상단에서의 저압력 지역
도 상당 부분 그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Pressure contour of base mode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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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contour of spoiler model(side) 

 
Fig. 9와 Fig. 10은 표면 압력 분포와 표면에서

의 전단력 분포의 방향을 그린 것이다. Fig. 9 의 
기본 모델 경우에는 루프 끝단에서의 하향 속도가 
크고, 리어 램프 주변에서 상향 속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유동이 만나서 리어 그래스 양
쪽에서 와형태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Fig. 10 의 스포일러 모델에서는 스포
일러의 존재로 인하여 루프 중앙부 끝단에서의 하
향 속도는 크지 않고, C 필라 부분의 하향 속도가 
크다.  그리고, 이 유동이 측면에서 넘어오는 유동
과 만나면서 리어 램프 주변에, 기존 모델보다는 
휠씬 아래쪽에서 와형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일러의 존재로 인하여 루프 
끝단에서의 박리 속도 분포가 달라짐에 따라 생성
되는 와구조도 달라지는 것이다.  

 

  
Fig. 9 Shear stress of base model(left) 

Fig. 10 Shear stress of spoiler model(right) 
 
3.3 차축방향 종단면의 압력 분포 

Fig. 11 은 기본 모델의 차축 방향 중앙 단면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Fig. 12는 중앙에서 전고의 

0.45배 만큼 차축방향으로 이동한 단면의 압력 분
포를 나타낸다. Fig. 13과 Fig. 14는 스포일러 모델
의 압력 분포이다. 

Fig. 11 에서 보면 리어 그래스 상단에 파란색의 
저압력 지역이 분포하지만 Fig. 13 에서는 리어 그
래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압력 지역의 위
치가 기본 모델에 대비해서 훨씬 뒤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0.45의 단면을 비교해 보
면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리어 그래스면에 저압력 
지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스포일러 모
델에 대해서는 범퍼 하단 뒤쪽에 저압력지역이 형
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스포일러를 부착하게 
되면 와가 생성되는 위치가 하단 뒤쪽으로 이동하
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포일러를 부착하게 
되면 와가 생성되는 저압력지역의 위치가 하단 뒤
쪽으로 이동하여 항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포일러가 부착되는 루프 끝단에서의 압력
이 증가되어 후륜 양력 값이 (-)방향으로 증대되어 
주행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Fig. 11 Pressure contour of base model (Y=0) 

 

 
Fig. 12 Pressure contour of base model (Y=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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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essure contour of spoiler model(Y=0)

 

 
Fig. 14 Pressure contour of spoiler model(Y=0.45) 

 
스포일러 부착에 의해서 이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은 루프 끝단에서의 박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 모델의 경우에는 루프 끝단의 중
앙부에서 리어 그래스로 직접 넘어 가게 되는 유
동이 차량 측면에서 오는 유동과 만나면서 와류가 
형성된다. 그러나 스포일러를 부착하게 되면 루프 
끝단의 스포일러 중앙부에서 속도가 기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압력회복도 더 많
이 이루어 진다. 이와 반대로 스포일러 양쪽 끝단
에서의 속도는 기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
아지기 때문에 C 필라를 따라 내려가는 속도도 증
가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 모델에 대비해서 빨라
진 속도 분포는 차량 측면에서 오는 유동과 만나
서 기본 모델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와류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Lattice-Boltzmann 방법을 이용한 PowerFLOW 를 
사용하여 squareback 차량의 공력 해석을 실시하였

다. 스포일러를 부착하였을 때 후륜 양력 및 항력
을 개선되는 압력 분포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이
는 스포일러 부착으로 인하여 루프 끝단에서의 속
도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와가 생성되는 지역
을 차량 하단 뒤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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