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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ther Strip(W/S) is a rubber part to proof water, sound and dust for opening and shutting devices 
including vehicle doors. And it requires high dimension precision and durability to proof water, noise, 
vibration and etc. But ironically it itself makes some wind noise because of some protuberance with glasses. 
The air flow analysis of door part of vehicle makes it possible to calculate and find out the cause of wind 
noise. In previous analysis, we focus on the numerical air flow analysis of the automobile side part. We do 
2D-C.F.D first and 3D second. Through simulations, we can calculate the amount of sound pressure level at 
the glass run and find out the effects of glass run to make wind noise. Finally we can improve shape of glass 
run to reduce wind noise although it is small amounts of sound pressure reduction compared with total vehicle 
noise level. 

1. 서 론 

1.1 웨더스트립 풍절소음의 원인 
자동차의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은 차량의 도 

어 및 각종 개폐부의 테두리를 따라 부착되는 고 

무부품으로, 방수/방음/방진과 같은 주요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웨더스트립은 한 대의 차량에 

다양한 목적(fixed glass, body side, door side, trunk lid 
外)의 제품으로 장착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다 

변화 및 대형화와 더불어 그 수요 및 크기가 증 

가하고 있다. 웨더스트립은 자동차 모델 및 부착 

부위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단면 형상이 요구되며, 

시간에 따라 물성과 형상이 변화하는 고무의 피로 

특성 때문에 차체의 조립시점 뿐만 아니라 차량 

수명에 상당하는 내구 지속성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차체조립 時 차체에 비하여 돌출부위를 

갖기 때문에 환경적인 규제와 외관관리가 필요한 

부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 방음/방진의 역할을 담당하는 

웨더스트립이 그 장착위치 및 구조에 의하여 

풍절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웨더스트립의 특성 중에서 차량외부로의 돌출부에 

기인한 풍절소음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기인한 음압(sound pressure level)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고속주행구간에서의 차량주행소음(road 
noise)의 원인이 되고 있다. 

 

1.2 웨더스트립 풍절소음의 연구방향 
웨더스트립에 기인한 풍절소음의 측정은 용이하 

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이 풍동 시험기에서 
의 웨더스트립의 장착과 비장착시의 외부소음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웨더스트립에 기인한 풍절 
소음이라 정의하였다. 유동해석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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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에 의한 에너지차이는 음압에 의한 에너지 
차이에 비하여 그 수치가 매우 작으므로 직접적인 
방법(direct method)에 의하여는 그 차이를 구하기 
가 쉽지 않다(1). 또한 해석구간인 도어부분은 실차 
에서 백미러(back mirror)의 영향으로 난류유동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그 형상은 자유곡면이므로 
3 차원해석에 있어서의 모델링 또는 해의 수렴이 
비교적 쉽지 않다. 따라서 2 차원형상에 대한 해석 
을 먼저 수행하여 웨더스트립 풍절소음의 발생원 
인과 특성에 대한 선행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 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간이풍동시험 (tunnel test)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산중인 웨더스트립 
중에서 도어사이드(door side)의 2 차원 형상에 
대한 비정상 해석을 통하여 유동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와류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유동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압력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하여 특정소음이 나타나는 
특정주파수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음 저감형 웨더스트립의 단면형상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어사이드의 실제 장착사진 및 
모델형상을 Fig.1 에 나타내었다. 
 
 
 
 
 
 
 
 

(a) Door side 
 
 
 
 
 
 

(b) Geometry                (c) Model 
Fig. 1 Door side geometry and Model 

 
3 차원 해석에 앞서 2 차원의 유동특성 및 유동소

음을 고찰하였다. 도어사이드의 삽입 후의 웨더스 
트립의 장착형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웨

더스트립의 변형해석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MSC.MARC 2005 를 이용하여 Fig.1(b)과 같이 웨더

스트립의 변형해석을 수행하였다(2). 이와 같은 구
조해석의 결과로부터 외부유동과 관련되어지는 부
분만 추출하여 Fig.1(c)에 해석모델을 수립하였다. 
지배방정식으로는 2 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비정상 
Navier-Stokes 방정식에 난류모델로 LES 기법을 사
용하여 도어사이드 주변의 와류유동을 모사하였다
(3~5). 또한 유동소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은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였다. 
 
2.1 파동방정식의 유도 
차량의 움직임에 의한 글라스-런(glass run)과 
윈도우(window)부위의 공기역학적인 유동에 의한 
기초 파동방정식(fundamental wave equation)은 연 
속방정식(continuity)과 운동량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을 연립하여 식(1)과 같이 세울 수 
있다(6~9). 

 
 
 

                                       
 
 

 
(1) 

 
여기에서 
    :   방향의 유체속도 
    :      방출음원표면에 수직한 유체속도 

:   방향에서의 표면속도 
: 표면의 법선속도 
: 자유단(far field)에서의 음속 

: Dirac delta function 
: Heavisible function 

이다.  

식(1)의 방정식에서 하중에 의한 응력텐서 
(stress tensor)는 식(2)와 같이 압력텐서 (comp –
ressive stress tensor)와 유동에 의한 모멘트(     ) 
의 합에서 자유단(far field)에서의 밀도차에 
기인한 모멘트의 차이(             ) 로 표현할 
수 있다. 

 
- Stress 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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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ive stress tensor 
 

(3) 
 

 
식(1)의 파동방정식을 풀기 위하여는 식(4)를 

이용하여야 하며 아음속(subsonic) 대역 에서는 
체적(volume)에 의한 적분량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식(5)를 이용하여 표면(surface)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 Free space green function 
 

           (4) 
 

 - Thickness & loading term of P-distribution 
 

(5) 
 

본 해석대상은 표면에 투과성이 있거나 
회전물체(rotating surface)에 대하여도 성립하여야 
하므로 식(5)와 같이 두께에 의한 압력과 하중 
에 의한 압력성분을 고려하였다. 
 

2.2 수치해석방법 

범용 열유체 상용코드인 Fluent 를 이용하여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하여 
수치적분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격자수는 약 6 만점 정도로 대부분 도어사이드 
주변에 집중시켰다. 경계조건으로는 입구 
속도조건 및 출구압력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바디사이드 및 도어사이드는 no-slip 조건, 
외부는 slip 조건을 사용하였다. 해석조건으로는 
유동속도 및 타임스텝(time step)을 각각 
100km/h 와 0.0001 로 고정하였으며, 1.95 초까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 차원 유동해석 
도어사이드 근방에서 시간에 따른 정압분포를 

Fig.2 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상류측의 자동

차 바디사이드에서 생성된 첫번째와류(first vortex)
는 시간에 따른 바디사이드로부터 떨어져 이동 및 
회전을 통하여 하류로 이동하며(Fig.2(c)~(e)), 

Fig.2(e)에는 두번째와류(second vortex)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더욱 지남에 따라, 와류

들은 하류로 이동하였으며, 첫번째와류는 소멸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와류의 이동경로상의 
고정된 점에서 압력변동률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
라 양압과 음압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압력변동은 유동소음의 소스(source)의 역
할을 하게 된다. 

 
 

 
(a) Time: 5e-4 [s] 

 
(b) Time: 1e-3 [s] 

 
(c) Time: 1.5e-3 [s] 
- Fig.2 continued - 

First vortex generation

First vortex translation 

First vortex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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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ime: 3e-3 [s] 

 
(e) Time: 6.7e-3[s] 

 
(f) Time: 7.2e-3[s] 

Fig. 2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door side with 
time(0~7.2e-3[s]) 

 
한편 자동차 바디사이드와 도어사이드로 
둘러싸인 공동(cavity)내 유동거동은 Fig.2 에서 
예측하기 힘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3 에는 
Fig.2 와 동일한 유동시간에 대한 속도분포를 
해석하였다. Fig.2 에서 첫번째와류가 이동·회전시 
(Fig.2(c),(d)), Fig.3 으로부터 공동내 이차유동 
(secondary flow)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이차유동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Time: 5e-4 [s] 

 
(b) Time: 1e-3 [s] 

 
(c) Time: 1.5e-3 [s] 

 
(d) Time: 3e-3 [s] 
- Fig.3 continued - 

 
 

First vortex rotation 

First vortex translation 

Second vortex generation 

Second vortex translation

First vortex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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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me: 6.7e-3[s] 

 
(f) Time: 7.2e-3[s] 

Fig. 3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door side with 
time(0~7.2e-3[s]) 

 
 유동시간이 다소 지난 경우에 대한 정압분포를 

Fig.4 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와류의 매우 
복잡한 거동특성을 볼 수 있다. Fig.2 에서 같은 
와류의 거동특성 뿐만 아니라 공동내 와류의 
유입된 후 소멸되는 거동특성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공동내로 와류가 유입되는 것은, 
상류측에서 발생한 와류가 이동·회전을 겪는 중 
바디사이드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하여 와류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a) Time: 1.85 [s] 
- Fig.4 continued - 

 
(b) Time: 1.9 [s] 

 

 
(c) Time: 1.95 [s] 

Fig. 4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door side with 
time(1.85~1.95 [s]) 

 

3.2 2 차원 풍절음 
 풍절음해석은 유동장내에서 비정상 압력 데이터

를 FFT 를 통하여 주파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유동장에서 압력 데이터를 받기 위하여 Fig.5
에서와 같이 네 개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받았다. 

 
Fig. 5 Position of microphones 

(출구)

외부 

Door side lip Automobile body line 

100 km/h 
Microphone 4 

Microphone 3 

Microphone 2 

Microph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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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atic pressure vs. flow time 
 
 
 
 
 
 
 
 
 
 
 
 

(b) Sound pressure level vs. frequecy 
Fig. 6 Aerodynamic noise analysis around door side 

 
Fig.6 에는 특정 위치에서 구한 압력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하여 특정소음이 나타나는 
특정주파수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으로부터 
현재 양산중인 도어사이드 형상에서는 특정소음을 
나타내는 특정주파수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석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양산 중인 
소음 저감형 웨더스트립의 단면형상 설계에 
문제가 없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자동차의 웨더스트립 중에서 
도어사이드 부근의 유동의 동특성 및 그에 기인한 
풍절소음을 해석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풍절소음에 원인인 도어사이드 부근의 

복잡한 와유동을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하여, 

와류의 생성, 이동, 회전 및 소멸을 모사하였다. 
2) 자동차 바디사이드와 도어사이드로 된 

공동내 복잡한 이차원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특정 위치에 측정한 압력 데이터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 특정소음을 나타내는 특정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 주파수에 걸쳐 광역소음이 
지배적이었다. 
향후 연구는 3 차원 수치해석 및 실험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해석결과와 시험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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